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5분거리 소프트웨어 교육 카페 디지털놀이터

시간될때,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컴퓨터 기능만 배울 수 있다!?

디지털 건강식단 프로젝트 소개

디지털 놀이터 교육과정 소개

디 지 털 놀 이 터

전문 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라면 꼭 참고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F-4 비자는 재외 동포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 후에도 취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 
동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공식인증 자격
증을 소지하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F4 비자를 발급받
기가 수월해 집니다.
디지털 놀이터는 IT계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컴퓨

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입
니다. 커피를 마시는 커피숍이면서 
컴퓨터도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카페랍니다. 대표님이자 강사
님이 국제인재능력개발원에서 중국 
재외동포 대상 컴퓨터 활용능력2급 
자격증 과정 교육을 진행한 적도 있
어 한국말이 조금 서툴러도 감성 소
통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놀이터 카페에서는 국가기

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정적이고,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F4 비자를 
발급 받을 수도 있으며, 전문 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라면 제4
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한 3D 프린팅이나 VR 영상 제작 

및 편집 기술 등의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능을 익혀 
건강한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건강 식단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분만에 3D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3D 프

린팅하여 가져갈 수 있는 3D 메이커 체험도 해 볼 수 있습
니다. VR 영상도 HMD(고글)체험에 이어 니콘 VR360 카
메라로 간단한 VR영상을 직접 제작 편집해 볼 수도 있습
니다.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MS오피스 관련 자격과 어
도비 국제 공인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강사님에게 SNS 활

용을 위한 사진부터 동영상까지 편
집이 가능한 포토샵과 요즘 핫한 1
인 출판을 위한 전자출판 프로그램
인 인디자인 등 어도비 클라우드 소
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기능을 개인
별 수준에 맞춰 기초부터 전문기술
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하

철 5호선 오목교역까지 걸어오는 5
분 거리 안에 위치해 있는 디지털 놀
이터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컴퓨터 전문 기술을 기초부터 
자격증까지 수준별로 배우실 수 있
습니다.

    디지털 놀이터 카페 2층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4길 3     TEL. 02-2649-6612     OPEN. 평일 12 PM / 주말 9 AM (월 휴무)

지금 보고 계시는 한민족신문 기사 
하단↓ 온라인 쿠폰을 촬영이나 인
쇄해 오시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
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전문직종취업 추천과정 취미 추천과정
 컴퓨터활용능력2급실기  엑셀/파워포인트/워드  3D 메이커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포토샵/일러스트/인디자인 CC  VR 영상편집

기타 과정
 WIX 홈페이지만들기 / SPARK 블로그만들기 / 1인 전자출판 / 그래픽 프레젠테이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디지털 놀이터 T. 02-2649-6612 로 문의하세요.

[디지털놀이터]
디지털 놀이터는 일반 학원과는 달리 개인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카페형 컴퓨터 학원입니다

https://dpmakerspace.modoo.at
https://www.instagram.com/digitalspace0904
http://blog.naver.com/uni9910
https://dpmakerspace.modoo.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