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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_좌우조합

시그니처는 브랜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최적의 비례로 

조합한 것으로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로고타입 

강조형, 브랜드마크 강조형 등 적절한 시그니처 타입을 

선택·사용한다.

로고타입 강조형 브랜드마크 강조형

SWETI 조합형 A SWETI 조합형 B



TTA ACADEMY

TTA아카데미는 1988년도 설립 이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쌓아온 ICT 

표준화와 시험인증 역량을 기반으로 산업계에 표준기술을 보급하고 품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출범한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2015년에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었고, 2016년에는 SW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ICT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어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ICT 품질 관련 무료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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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선정

SW 테스트 자동화 교육 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전문인력양성기관(SWETI) 지정

SW 품질 전문가 교육 개설

CC 평가 제출물(국내용/EAL2) 작성교육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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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교육/자격시험
연간 일정

 교육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SW 테스트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과정) TTA(21-23) TTA(21-23) TTA(23-25)

포항(28-30) 경남(18-20)

울산(9-11)

충남(16-18)

부산(30-6/1)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고급과정) TTA(25-27)

SW 테스트
자동화 교육

오픈소스 기반의 개발∙테스트 
환경 구축 및 활용

부산(10-12) TTA(5-7) 포항(28-30)

Appium 활용 모바일 앱 테스트 자동화 TTA(25-26)

SW 품질 SW 품질 전문가 교육

SW 인스펙션과 코드 품질 교육

SW 글로벌화를 위한 국∙영문  
B2B 테크니컬 라이팅 교육

TTA(5-6)

정보보호 CC평가 제출물 작성 교육 TTA(13-16)

SW 보안성 테스트 교육 TTA(6) TTA(12)

자격시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SW 테스트 SW 테스트 전문가 자격시험(CSTS) 일반등급(FL)
TTA/대전/ 

대구(25)

TTA/광주/

부산(27)

SW 테스트 전문가 자격시험(CSTS) 고급등급(AL) TTA(3)

상반기

컨소시엄 훈련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프트웨어 공학 기초 26-28 28-30

명세기반 테스트 설계 8-9

SW 테스트 실행 실무 4-6

SW 품질 입문 19-20 18-19

Python과 Selenium을 활용한 웹 테스트 자동화 13-14 26-27

실전 성능테스트 26-27

OWASP 기반의 보안테스트 기법 9-11

SW 인스펙션과 코드 품질 23-24 21-22

Redmine으로 하는 이슈 관리 23 8

SW 글로벌화를 위한 구현 및 테스팅 24-25

SW 테스트 자동화 도입 및 적용 전략 3-4

SW 테스트 계획 및 산출물 작성 16-18

테스트 리더를 위한 SW 테스트 관리 28-30 16-18

SW엔지니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 26-27

*상기 교육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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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술 교육∙세미나 031-704-1691

SW 테스트∙품질 교육 031-724-0139

자격시험 031-724-0224

IT 품질 전문인력 육성 컨소시엄 031-704-8901

 교육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SW 테스트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과정) TTA(21-23) TTA(21-23) TTA(23-25)

포항(28-30) 경남(18-20)

울산(9-11)

충남(16-18)

부산(30-6/1)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고급과정) TTA(25-27)

SW 테스트
자동화 교육

오픈소스 기반의 개발∙테스트 
환경 구축 및 활용

부산(10-12) TTA(5-7) 포항(28-30)

Appium 활용 모바일 앱 테스트 자동화 TTA(25-26)

SW 품질 SW 품질 전문가 교육

SW 인스펙션과 코드 품질 교육

SW 글로벌화를 위한 국∙영문  
B2B 테크니컬 라이팅 교육

TTA(5-6)

정보보호 CC평가 제출물 작성 교육 TTA(13-16)

SW 보안성 테스트 교육 TTA(6) TTA(12)

교육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SW 테스트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과정) TTA(8-10) TTA(21-23)

충남(4-6)
대구(22-24)

전남(29-31)
울산(12-14)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고급과정) TTA(31-11/2)

SW 테스트
자동화 교육

오픈소스 기반의 개발∙테스트 
환경 구축 및 활용

TTA(5-7)

Appium 활용 모바일 앱 테스트 자동화 TTA(8-9)

SW 품질 SW 품질 전문가 교육 TTA(18-20) TTA(14-16)

SW 인스펙션과 코드 품질 교육 포항(2-3)

SW글로벌화를 위한 국∙영문  
B2B 테크니컬 라이팅 교육

TTA(6-7)

정보보호 CC평가 제출물 작성 교육 TTA(4-7)

SW 보안성 테스트 교육

자격시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SW 테스트 SW 테스트 전문가 자격시험(CSTS) 일반등급(FL)
TTA/대전/ 

대구(25)

TTA/광주/

부산(27)

SW 테스트 전문가 자격시험(CSTS) 고급등급(AL) TTA(3)

자격시험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SW 테스트 SW 테스트 전문가 자격시험(CSTS) 일반등급(FL)
TTA/대전/ 

대구(26)

TTA/광주/ 

부산(25)

SW 테스트 전문가 자격시험(CSTS) 고급등급(AL) TTA(2)

*상기 교육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 문의전화 edu.tta.or.kr

컨소시엄 훈련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프트웨어 공학 기초 27-29

명세기반 테스트 설계 30-31

SW 테스트 실행 실무 8-10

SW 품질 입문 10-11

Python과 Selenium을 활용한 웹 테스트 자동화 16-17

실전 성능테스트 2-3 17-18

OWASP 기반의 보안테스트 기법 16-18 22-24

SW 인스펙션과 코드 품질 3-4

Redmine으로 하는 이슈 관리

SW 글로벌화를 위한 구현 및 테스팅 12-13 13-14

SW 테스트 자동화 도입 및 적용 전략 6-7

SW 테스트 계획 및 산출물 작성 20-22

테스트 리더를 위한 SW 테스트 관리 10-12

SW엔지니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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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탁월한 선택
Standardization, Testing & Certification

ICT 표준기술 보급

ICT 품질 전문인력 양성

자격제도 운영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ICT

ACADEMY



교육신청 안내

교육/세미나/자격시험 목록에서

원하는 과정 신청하기 클릭

TTA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edu.tta.or.kr) 접속

TTA아카데미 

교육 서비스

ICT 표준기술 확산과 최신 표준화 동향 공유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술별 표준기술 교육 및 세미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

˙SW 테스트 전문가 자격시험(일반등급/고급등급)

컨소시엄 협약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비지원(무상) 교육 제공

˙소프트웨어 공학 기초

˙명세기반 테스트 설계

˙SW 테스트 실행 실무

˙SW 품질 입문

˙Python과 Selenium을 활용한 웹 테스트 자동화

˙실전 성능테스트

˙OWASP 기반의 보안테스트 기법

˙SW 인스펙션과 코드 품질

˙Redmine으로 하는 이슈관리

˙SW 글로벌화를 위한 구현 및 테스팅

˙SW 테스트 자동화 도입 및 적용 전략

˙SW 테스트 계획 및 산출물 작성

˙테스트 리더를 위한 SW 테스트 관리

˙SW엔지니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

ICT 품질 및 보안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SW 테스트 교육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고급)

- 오픈소스 기반의 개발·테스트 환경 구축 및 활용

- Appium 활용 모바일 앱 테스트 자동화

˙SW 품질 교육

- SW 품질 전문가 교육

- SW 글로벌화를 위한 국∙영문 B2B 테크니컬 라이팅 교육

˙정보보호 교육

- CC 평가 제출물 작성 교육(국내용/EAL2)

- SW 보안성 테스트 교육

ICT 표준기술 보급 자격제도 운영

ICT 품질 전문인력 양성

①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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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위탁

교육 안내
맞춤형 위탁 교육 서비스

지역 진흥 기관 및 기업을 위한 맞춤형 위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과정, 시기, 규모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 운영이 가능합니다.

031-724-0139 031-704-1691소프트웨어 교육 문의처 표준기술 교육 문의처



ICT 
표준기술 보급 표준기술 교육 · 세미나

ICT 분야의 국내외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된 전문가 네트워크 및 표준화 역량을 활용하여, 

국내에 최신 ICT 표준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운영

상호운용성 확보 및 제품에 대한 신뢰와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표준”에 대한 중요성 전파 및 

급변하는 표준기술 정보 공유를 위해 이슈화된 표준기술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수시 개최

교육목표

정보보호

차세대 보안기술
SW, 컴퓨팅, 콘텐츠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실감미디어 등

융합서비스

IoT, 스마트홈/시티,

의료, 지능형자동차 등

네트워크

SDN/NFV,

미래네트워크 등

이동통신/전파/위성

5G  이동통신, 

WLAN, WPAN,

특수/위성 통신 등

표준기술 
교육·세미나

std_edu@tta.or.kr 

031-704-169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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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

SW 테스트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 및 기술 습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테스트 업무 추진 및 SW 품질 향상을 위한 필요 역량 강화

교육목표

ICT 품질
전문인력 양성

이론 일반과정 일반 250,000원 / 학생 200,000원

고급과정 일반 300,000원 / 학생 270,000원

일반과정 3일 (총 17시간)

고급과정 3일 (총 21시간)

sw_edu@tta.or.kr 

031-724-0139

교육방식 교육비 교육시간 문의처

일반과정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SW 테스트 개요
•테스트 정의 및 중요성
•테스트 레벨 및 원칙
•�비기능 테스트 

(호환성, 신뢰성 등)

SW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계획
•테스트 분석 및 설계
•테스트 실행
•테스트 모니터링 및 통제
•테스트 평가

7H

2일차 테스트 설계 기법 
•테스트 설계 개요

테스트 설계 기법(명세기반 테스트)
•동등 클래스 분할
•경계값 분석
•상태전이 테스트
•페어와이즈 테스트
•결정테이블 테스트

테스트 설계 기법(구조기반 테스트) 
•커버리지 개요 및 관계
•문장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조건/분기 커버리지

7H

3일차 정적 테스트 
•리뷰
•정적 분석

3H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테스트 프로세스 심화
•조직 테스트 정책 및 전략
•테스트 계획 및 모니터링

테스트 관리
•테스트 조직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7H

2일차 테스트 설계 심화(명세기반 테스트) 
•  경계값 분석 심화, 결정 테이블 심화,  

도메인 테스트

테스트 설계 심화(구조기반 테스트) 
•  기본 경로 테스트, MC/DC 커버리지,  

자료흐름 테스트, 뮤테이션 테스트
7H

3일차 테스트 자동화 심화 
•  테스트 자동화 접근 방법, 자동화 프레임 워크, 

자동화 사례

성능테스트 중심의 비기능 테스트 
•성능테스트
• 비기능 테스트

7H

고급과정

09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과정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과정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

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

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 근

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

원합니다.

사업주가 학습자의  
교육비 지원 및
교육과정 수료

사업주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훈련비 환급 신청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



ICT 품질
전문인력 양성

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일반 450,000원 

학생 360,000원

교육비

3일 (총 21시간)

교육시간

sw_edu@tta.or.kr 

031-724-0139

문의처

오픈소스 기반의 개발 · 테스트  
환경 구축 및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한

ALM(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환경 구축 및 운영 역량 확보

교육목표

10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오픈소스 개발 환경 이해

•오픈소스 장점/단점
•ALM의 필요성/구성 방법

Maven 빌드 관리
•도구 설치/설정
•빌드 단계 이해
•Goal의 활용

서버 환경 구성

•AWS(클라우드) 서비스 이해
•임시 계정 생성, JDK 설정, WAS 설정

Subversion을 이용한 버전 관리
•버전 관리의 개념
•Subversion 기본 사용법
•서버 설치 및 설정
•버전 관리 고급 기능 활용

7H

2일차 Git을 이용한 버전 관리 
•분산 버전 관리의 개념
•Git 기본 사용법
•서버 설치 및 설정
•버전 관리 고급 기능 활용

Jenkins를 이용한 지속적 통합 
•지속적 통합 개요
•Jenkins 동작 방식
•서버 도구 설치 및 설정
•플러그인 설치 및 설정

PMD를 이용한 소스코드 정적 분석 

•정적 분석 개요
•클라이언트 도구 설치 및 설정
•Maven 설정 및 활용
•Jenkins 설정 및 활용

7H

3일차 Junit을 이용한 단위 테스트 
•단위 테스트 자동화 개요
•Assert를 이용한 단위 테스트

Cobertura 커버리지 분석 
•테스트 커버리지 이해
•Maven 및 Jenkins 설정

JDepend를 이용한 의존성 분석 
•소스코드 의존성 개요
•Object Oriented Metric 이해 
•Maven 및 Jenkins 설정

Redmine을 이용한 이슈관리
• Subversion 저장소 연동 방법
•이슈 처리 및 커밋 메시지 작성

지속적 통합 환경 구성 시나리오 
•시나리오 개요
•예제 프로젝트 생성
•Maven 기준 빌드 구성
• Jenkins 기준 빌드 구성

7H



Appium 활용
모바일 앱 테스트 자동화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Appium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모바일 앱 테스트 자동화 도입 및 활용 역량 확보

교육목표

ICT 품질
전문인력 양성

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일반 300,000원  

학생 240,000원

교육비

2일 (총 16시간)

교육시간

sw_edu@tta.or.kr 

031-724-0139

문의처

11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Appium 이해

•Appium 이해

안드로이드 환경 구축 및 실습
•안드로이드 앱 테스트 자동화 환경
•Native 앱 테스트
•Web 앱 테스트
•Built-in 앱 테스트

아이폰 환경 구축 및 실습
•아이폰 앱 테스트 자동화 환경
•Swipe 앱 테스트

Appium & CI 연동
•Jenkins 연동

Appium 테스트 병렬 실행
•Docker 이미지 생성
•이미지 병렬 실행

8H

2일차 BDD기반 Appium 테스트
•BDD 테스트 환경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

서비스 차원 앱 테스트
•AWS Device Farm 실습
•구글 firebase 실습

Appium 기능 추가
•리소스 읽기 기능 추가
•동영상 저장 기능 추가

Appium Inspector 기능

•Inspector Record 기능 분석
8H



ICT 품질
전문인력 양성

이론

교육방식

일반 450,000원  

학생 360,000원

교육비

3일 (총 22시간)

교육시간

sw_edu@tta.or.kr 

031-724-0139

문의처

SW 품질 전문가 교육

SW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 활동에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품질 메트릭을 통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습득을 통해 품질 전문가 육성

교육목표

12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품질 개요

•품질 개념

•품질 관련 지식

품질 모델 및 표준

•품질 모델과 표준

•품질 경영 체계 모델

•프로세스 품질 모델

•제품 품질 모델

•사내 표준화

품질 관리

•품질 경영 체계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품질 관리

•위험 관리

•협력사(조달) 관리
8H

2일차 품질 보증 

•품질 보증 개요

•품질 보증 활동

품질 제어

•품질 제어

•Verification & Validation
7H

3일차 품질 메트릭과 측정 

•메트릭

•측정

•품질 메트릭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요구 공학

형상 관리

•형상 관리 개요

•형상 관리 프로세스

•형상 관리 도구

7H



SW 글로벌화를 위한 
국·영문 B2B 테크니컬 라이팅 교육

글로벌 SW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내 기술 문서 작성자의 

국·영문 B2B 테크니컬 라이팅 역량 확보

교육목표

ICT 품질
전문인력 양성

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일반 300,000원  

학생 240,000원

교육비

2일 (총 16시간)

교육시간

sw_edu@tta.or.kr 

031-724-0139

문의처

13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B2B 테크니컬 라이팅의 이해

•B2B 테크니컬 라이팅 개념

•B2B 테크니컬 라이팅과 

•창작 라이팅의 차이점

•B2B 테크니컬 라이팅의 중요성

•SW 분야의 B2B 기술문서 종류

SW 분야의 B2B 기술문서 작성 계획

•B2B 기술 문서 작성 절차

•문서 제목 및 종류

•타깃 사용자 분석

•효과적인 목차 구성 방법

SW 분야의 B2B 기술문서 초안 작성

•초안 작성의 중요성

•초안 작성 방법 및 예시

8H

2일차 효과적인 내용 구성하기

•효과적인 내용 구성의 중요성

•�효과적인 내용 구성을 위한  

가이드 라인

•좋은 구성 vs. 나쁜 구성(예시)

SW 분야의 국 ∙영문 B2B 테크니컬  

라이팅 하기

•B2B 테크니컬 라이팅 4원칙 소개

•�SW 분야의 국 ∙영문 기술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4원칙

•�SW 분야의 국 ∙영문 B2B  

기술 문서 예시

SW 분야의 B2B 기술 문서 초안 수정하기

•�초안 수정의 중요성

•�효과적인 초안 수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

SW 분야 B2B 기술 문서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시키기

•�SW 분야의 B2B 기술 문서  

사용성 테스트 개념 및 중요성

•�효과적인 기술 리서치의 중요성

•�사용자 및 SW 분야의 B2B 기술 문서  

초안 작성자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싱글 소싱의 중요성

•�동영상 튜토리얼의 중요성

8H



ICT 품질
전문인력 양성

이론 및 실습

이론 

CC 평가 제출물 작성 교육

SW 보안성 테스트 교육

교육방식

일반 400,000원 / 학생 320,000원

일반 150,000원 / 학생 120,000원

교육비

4일 (총 26시간)

1일 (총 8시간)

교육시간

cc_edu@tta.or.kr 

031-724-0075

문의처

CC 평가 제출물 작성 교육   

국내용/EAL2 관련 CC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CC평가 기준, 최신 제도,  

평가 제출물 작성 방법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 강화

교육목표

14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CC 평가 기준 개요

•공통평가기준(CC) 개요
•국제용/국내용 평가

•공통평가기준 1,2,3부
7H

2일차 국내용 CC 평가 제도
•국내용 CC 평가 요구사항
•국내용 CC 평가 프로세스

•국내용 CC 평가제품 기능구현지침
4H

2일차
3일차 
4일차

CC 평가 제출물 작성방법
•보안목표명세서 작성방법
•TOE 설계서 작성방법
•사용자운영설명서 작성방법
•준비절차서 작성방법

•형상관리서 작성방법
•배포문서 작성방법
•시험서 작성방법
•취약성분석서 작성방법

15H

SW 보안성 테스트 교육

SW 제품의 보안성 품질 향상을 위한 보안 테스트 역량 확보교육목표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SW 보안성 테스트 개요

•SW 보안의 필요성 이해

•보안성 관련 국내외 동향
•국내 SW 보안 관련 법∙제도 이해
•OWASP Top 10 항목 소개
•CWE/SAN Top 25 항목 소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항목 소개

SW 보안성 테스트 방법
•입력값 검증 테스트

•인증 테스트

•데이터 암호화 테스트

•보안 설정 테스트

•무결성 테스트

•예외 처리 테스트

•감사 로그 테스트

8H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과정



SW 테스트 전문가 자격 시험

SW 테스트 전문가 자격 시험(Certified Software Test Specialist, CSTS)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자격제도 운영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3-1321호)

주관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운영목표

자격제도
운영

csts@tta.or.kr 

031-724-0224

문의처

일반등급 Foundation Level

응시자격 제한없음

검정수수료 50,000원

검정범위 테스트 개요,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설계 기법, 정적 테스트, 테스트 자동화, 비기능 테스트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검정방법 문제수 문제당 배점 제한시간 합격기준

선택형(4지선다) 50문제 1.5점

90분
75점 이상

(100점 만점)       
선택형(진위(O/X)) 10문제 1.0점

서답형(단답) 10문제 1.5점

응시자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 관련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SW 테스트 전문가(CSTS) 일반등급 자격취득자 중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 학위별 경력 인정 조건 ① 소프트웨어 관련 석사학위 보유 시 경력 1년 인정 

  ② 소프트웨어 관련 박사학위 보유 시 경력 3년 인정

검정수수료 70,000원

검정범위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관리, 테스트 설계 기법, 정적 테스트, 테스트 자동화, 비기능 테스트, 성능 테스트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검정방법 문제수 문제당 배점 제한시간 합격기준

선택형(4지선다) 50문제 1.2점

150분
75점 이상

(100점 만점)       

선택형(진위(O/X)) 10문제 1.0점

서답형(단답) 10문제 1.5점

서답형(작업) 5문제 3.0점

고급등급 Advanced Level

15

csts@tta.or.kr 

031-724-0224

문의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TTA/대전/
대구(25)

TTA/광주/
부산(27)

TTA/대전/
대구(26)

TTA/광주/
부산(25)

연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TTA(3) TTA(2)

연간일정



champ@tta.or.kr 

031-704-8901 / 031-724-0075

문의처

16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운영 ’18년도 14개 과정

TTA(공동훈련센터)와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기업 재직근로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국비지원(무료)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개발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이란?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IT품질 전문인력 육성  
컨소시엄 참여 혜택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비용 전액 국비지원

•협약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과정 편성

•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관리 시스템 제공

TTA의 IT품질 전문인력 육성 컨소시엄은 전략유형 으로 대기업 또는 타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기업도 참여 가능

교육훈련 분야 SW 품질 향상과 관련된 전 분야

* 협약 기업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협약 과정
신청/접수

홈페이지(http://champ.tta.or.kr)

접속 후, 협약사 회원가입(신청)

협약 체결

우편발송(또는 방문)을 통한

협약서 날인

교육훈련 신청 및 참여

과정 로드맵
수석

책임

테스트 리더를 위한 SW 테스트 관리

SW 테스트 계획 및 산출물 작성
SW엔지니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SW 테스트 자동화 도입 및 적용 전략

선임

SW 글로벌화를 위한 구현 및 테스팅

SW 인스펙션과  
코드품질

Redmine으로 하는
이슈 관리

OWASP 기반의 
보안테스트 기법

Python과 Selenium을  
활용한 웹테스트 자동화

SW 품질 입문
 실전 성능 테스트

SW 테스트  
실행 실무

사원
명세기반 테스트 설계

소프트웨어 공학 기초

SW엔지니어 SW 테스트 전문가 
테크니컬

SW 테스트 전문가
도메인

SW 품질 전문가
직급

직무



champ@tta.or.kr 

031-704-8901 / 031-724-0075

17

소프트웨어 공학 기초

SW 공학, SW 품질, SW 테스트에 대한 개념, 용어 등 기본지식 습득을 통한 

SW 품질 또는 테스트 업무 입문자 직무 능력 향상

교육목표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무료

교육비

3일 (총 21시간)

교육시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28 28-30 27-29

연간일정

champ@tta.or.kr 

031-704-8901 / 031-724-0075

문의처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소프트웨어 공학 개요

•소프트웨어 이해
•소프트웨어 공학 이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소프트웨어 공학 접근
•개발 프로세스와 모델

소프트웨어 공학 접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개발방법론 구성요소
•개발방법론 선정 및 테일러링
•CASE 도구
•지원 프로세스
•개발 프로세스/방법론 선정 기준 사례

7H

2일차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품질 
•소프트웨어 품질의 의미
•품질의 중요성
•품질 경영 체계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 
•표준의 의미
•표준의 역할
•프로세스 표준(ISO 표준, CMMI 등)
•제품 품질 표준

소프트웨어 품질 활동 사례 
•품질 활동 예시 및 적용 사례
•적용 사례 토론

7H

3일차 SW 테스트 개요 
•SW 테스트 정의
•SW 개발과 테스트 관계
•SW 테스트 프로세스

SW 테스트 설계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결함 관리 

•결함 수명주기
•결함 보고서 형식

테스트 결과 보고 
•테스트 관련 지표
•테스트 보고서

7H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테스트 설계 개요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설계 기법

현업 테스트 설계 현황(토의)

동등 분할
•동등 분할 기법 소개
•동등 분할 설계 실습

경계값 분석
•경계값 분석 기법 소개
•경계값 분석 설계 실습

페어와이즈
•페어와이즈 기법 소개
•페어와이즈 기법 실습
•페어와이즈 도구 실습(Allpairs)

동등분할/경계값/페어와이즈
•3가지 설계기법 적용 실습

8H

2일차 동등분할/경계값/페어와이즈  

현업 적용 사례 발굴(토의) 

결정 테이블
•결정 테이블 기법 소개
•결정 테이블 설계 실습

상태전이
•상태전이 기법 소개
•상태전이 설계 실습
•상태전이 도구 실습(GraphWalker)

테스트 케이스 작성(실습) 
•요구사항 명세서 소개
•테스트 요구 사항 분석
•테스트 설계 기법 선택
•테스트 케이스 작성

상태전이/결정테이블  

현업 적용 사례 발굴(토의) 

8H

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무료

교육비

2일 (총 16시간)

교육시간

champ@tta.or.kr 

031-704-8901 / 031-724-0075

문의처

명세기반 테스트 설계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SW 테스트 엔지니어의 동등분할, 경계값 분석 등 명세기반 테스트 설계 능력 향상교육목표

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9 30-31

연간일정



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무료

교육비

3일 (총 21시간)

교육시간

champ@tta.or.kr 

031-724-0075 / 031-704-8901

문의처

SW 테스트 실행 실무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SW 테스트 엔지니어의 스크립트 기반 테스트와   

탐색적 테스트 실행 능력 향상

교육목표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테스트 기본

•과정 소개 및 테스트 기본 리마인드
•개발방법론에 따른 테스트 프로세스

기능 검증 테스트
•경험기반 테스트 접근법

스크립트 기반 테스트
•스크립트 기반 테스트(케이스)
•스크립트 기반 테스트(데이터)
•스크립트 구현 실습 7H

2일차 스크립트 기반 테스트
•스크립트 구현 실습

탐색적 테스트 이해
•탐색적 테스트 전략 수립
•탐색적 테스트 실행
•탐색적 테스트 종료
•탐색적 테스트 전략 수립 실습

7H

3일차 차터 생성
•테스트 차터 생성
•테스트 차터 생성 실습

결함 관리
•결함 정의
•결함수명주기 및 보고서 작성 방안
•결함 지표

탐색적 테스트 실행 실습
•차터기반 테스트 실행
•결과 취합
•테스트 지표 생성
•조별 발표 7H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6 8-10

연간일정

19



20

SW 품질 입문

SW 품질에 대한 지식 습득을 통한 SW 품질 또는 테스트 업무 직무 능력 향상교육목표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무료

교육비

2일 (총 16시간)

교육시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20 18-19 10-11

연간일정

champ@tta.or.kr 

031-704-8901 / 031-724-0075

문의처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SW 품질 개요

•품질 정의

•품질 관리

•품질 표준

SW 프로세스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개발 프로세스

   (요구사항 정의, 분석 및 설계, 구현, 

   테스트)

•지원 프로세스

  (품질보증, 형상관리, 측정 및 분석)

•프로세스 모델 활용 방안

8H

2일차 SW 품질보증 

•SQA 정의

•SQA 주요활동

•SQA와 SQC 비교

SW 메트릭 

•메트릭과 측정 정의

•제품 메트릭

•프로세스 메트릭

•SW 메트릭 활용 사례
8H



21

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무료

교육비

2일 (총 16시간)

교육시간

champ@tta.or.kr 

031-704-8901 / 031-724-0075

문의처

Python과 Selenium을 활용한 
웹 테스트 자동화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웹 테스트 자동화 스크립트

•Python 소개

•Python 기본 문법

•Python 응용 문법

Selenium 기본 기능

•Selenium 소개

•Selenium 단위 테스팅

•Selenium 웹 드라이버 활용 이해

•Selenium 주요 함수
8H

2일차 Selenium 활용 자동화 실습

•실습 환경 구축

•기초 예제 실습

•웹 테스트 자동화 실습
8H

SW 테스트 엔지니어의 스크립트 기반 웹 테스트 자동화 직무 능력 향상교육목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14 26-27 16-17

연간일정



실전 성능테스트

JMeter를 활용한 SW 테스트 엔지니어의 성능테스트 직무 능력 향상교육목표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22

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무료

교육비

2일 (총 16시간)

교육시간

champ@tta.or.kr 

031-704-8901 / 031-724-0075

문의처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성능테스트 개요

•성능테스트 이해

•성능테스트 수행절차

성능테스트 도구

•성능테스트 도구 소개

•JMeter 및 Plugins 설치

•Script Recording

•Listener, Assertion 설정

•동적 데이터 처리

•Thread, Timer, Test Data 설정

8H

2일차 성능테스트 실습

•계획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종료단계

성능테스트 사례

•성능테스트 사례 소개

8H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27 2-3 17-18

연간일정



OWASP 기반의 보안테스트 기법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23

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무료

교육비

3일 (총 24시간)

교육시간

champ@tta.or.kr 

031-724-0075 / 031-704-8901

문의처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정보 보안테스트 개요
•정보보안 목표         • IT Compliance
•보안테스트 필요성

최근 침해 사례 분석
•APT 공격
•웹 사이트를 이용한 악성코드 배포
•개인정보 노출 사고

OWASP 개발보안 방법론
•MS-SDL방법론       •7-Touch Point
•CLASP

OWASP Top 10 개요
•OWASP Top 10 취약점

보안테스트 기법
•위험기반 테스트   •상태기반 테스트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보안테스트 시나리오 실습
•웹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시나리오 작성 실습
•시나리오 및 테스트 케이스 도출

HTTP 프로토콜 구조분석 실습(1)
•HTTP와 HTTPS 동작 방식
•HTTP 보안 취약점 도출(테스트케이스)
•스니핑을 통한 패킷분석
•Web Proxy를 사용한 패킷변조

8H

2일차 인젝션 보안테스트 개요 및 실습(2)
•SQL Injection       •Blind SQL Injection
•Time Base Injection
•Union Injection

인증 및 세션 취약점 테스트
•세션 하이재킹을 사용한 취약점
•세션 하이재킹 대응방법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핑
•HTML 태그를 사용한 Stored XSS 및 
•Reflective XSS

취약점 접근제어
•파라미터 변조를 통한 접근권한 우회 테스트
•관리자 사이트에 대한 
•임의적 접근 제어 테스트
•특수권한 사용한 권한획득 테스트

보안설정 오류
•웹서버 정보노출      •CVE 취약점 확인

민감 데이터 노출
•Hooking 및 변조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8H

3일차 크로스 사이트 변조요청
•CSRF 테스트

알려진 취약한 컴포넌트 사용
•OPENSSL 취약점    •웹 사이트 취약점
•DB 취약점

취약한 API(1)
•C언어 취약한 함수

취약한 API(2)
•JAVA언어 취약한 함수

OWASP 대응 위한 분석/설계 활동
•OWASP를 고려한 요구사항 분석
•설계단계 활동

최근 웹사이트 테스트 사례

8H

SW 테스트 엔지니어의 웹 취약성 점검 등 보안테스트 수행 능력 향상교육목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11 16-18 22-24

연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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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인스펙션과 코드 품질

SW 품질·테스트 엔지니어의 리뷰 및 정적 분석 실무 능력 향상교육목표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무료

교육비

2일 (총 16시간)

교육시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24 21-22 3-4

연간일정

champ@tta.or.kr 

031-704-8901 / 031-724-0075

문의처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리뷰 개요

•리뷰 정의, 목적
•리뷰 효과
•리뷰 종류

산출물 기반 리뷰
•산출물 리뷰 소개
•산출물 리뷰 프로세스
•요구사항 명세서 기반 리뷰

인스펙션 이해
•인스펙션 정의 및 목적
•인스펙션 사례

인스펙션 프로세스
•인스펙션 주요 프로세스
•인스펙션 주요 담당자 및 역할

인스펙션 실습
•요구사항 인스펙션 수행
•보고서 작성
•코드 인스펙션 수행
•보고서 작성

8H

2일차 정적 분석 개요
•정적 분석 가치
•정적 분석의 중요성

정적 분석 결함 유형
•coding guide
•run-time error
•code metric

CheckStyle 실습
•환경 설정
•정적 분석 및 수정

FIndbugs 실습

•환경 설정
•정적 분석 및 수정
•FIndbugs 검출 결함 유형

PMD 실습
•환경 설정
•정적 분석 및 수정
•PMD 검출 결함 유형

SonarQube 데모
•SonarQube 구조 및 분석
•SonarQube 표시 및 조치

정적 분석 효과 및 한계점
•ALM 연동 사례

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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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무료

교육비

1일 (총 8시간)

교육시간

champ@tta.or.kr 

031-724-0075 / 031-704-8901

문의처

Redmine으로 하는 
이슈 관리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이슈 관리 필요성 이해

•이슈 관리 필요성
•이슈 종류 및 구분
•이슈 생애주기

Redmine 설치 및 기본 설정
•이슈 관리 도구 이해
•Redmine 설치
•이슈 종류 수정
•권한 및 기본 설정

프로젝트 생성 및 설정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기본 설정
•프로젝트 권한 설정
•버전 및 위키 이해

플러그인 설치
•주요 플러그인 소개
•플러그인 설치

버전관리 도구와의 연동
•버전관리 도구 설치
•버전관리 연동 설정
•이슈 및 버전관리 연동 실습

8H

SW 품질·테스트 엔지니어의 이슈 관리 도구 활용 능력 향상교육목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 8

연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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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글로벌화를 위한 
구현 및 테스팅

SW 개발자 및 테스트 엔지니어의 SW 국제화 및 현지화 개념, 구현에 대한 직무 능력 향상교육목표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무료

교육비

2일 (총 16시간)

교육시간

champ@tta.or.kr 

031-724-0075 / 031-704-8901

문의처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SW 글로벌화 라이프사이클

•SW 글로벌화 개요

•SW 글로벌화의 일반적 모델

•SW 글로벌화 테스팅

•SW 매뉴얼 글로벌화

SW 현지화 스타일 가이드

•미국/일본/중국/동남아 현지화 

•스타일 가이드

SW 국제화 구현

•로케일 활용 문화적 일반화

  (숫자, 통화, 날짜, 달력)

8H

2일차 SW 국제화 구현

•ResourceBundle 활용 리소스 외부화

•CLDR을 활용한 국제화 라이브러리 적용

•유니코드 사용

SW 현지화 구현

•UI, 설치 경로, 데이터 처리

8H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25 12-13 13-14

연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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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무료

교육비

2일 (총 16시간)

교육시간

champ@tta.or.kr 

031-704-8901 / 031-724-0075

문의처

SW 테스트 자동화 도입 및 
적용 전략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SW 테스트 엔지니어의 SW 테스트 자동화 도입 및 접근 방법에 대한 직무 능력 향상교육목표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테스트 자동화 개요

•테스트 자동화 개념

•자동화 접근 방법

•GUI테스팅 실습

자동화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개요

•프레임워크 종류

•키워드 주도 테스트 실습

•데이터 주도 테스트 실습 8H

2일차 유형별 테스트 도구

•유형별 테스트 도구 개요

•테스트 관리 도구 소개 및 비교

•정적분석 도구 소개 및 비교

•설계지원 도구 소개 및 비교

•실행 자동화 도구 소개 및 비교

자동화 프로세스

•자동화 프로세스 소개

•프로세스 별 개념 및 사례

자동화 사례 및 교훈

•자동화 성공 사례

•자동화 교훈

8H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4 6-7

연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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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테스트 계획 및 
산출물 작성

SW 테스트 엔지니어의 테스트 전략 수립을 통한 테스트 계획 능력 향상교육목표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무료

교육비

3일 (총 24시간)

교육시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18 20-22

연간일정

champ@tta.or.kr 

031-704-8901 / 031-724-0075

문의처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테스트 프로세스

•ISO/IEC 29119 기반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계획 프로세스
•테스트 계획 프로세스 이해
•테스트 계획서 목차

테스트 계획 구성요소
•테스트 접근법
•개발 방법론에 따른 테스트 접근법 사례

테스트 계획 구성요소
•테스트 범위, 목표
•테스트 완료기준

위험 기반 테스트 전략
•테스트 전략 요소
•테스트 전략 수립의 필요성
•위험 식별(프로젝트 위험, 제품 위험)
•위험 분석
•위험 기반 테스트 전략 수립 이해

8H

2일차 위험 기반 테스트 전략
•제품 리스크 분석 조별 실습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자원계획
•테스트 산출물 정의
•테스트 관리 지표 정의

테스트 계획 워크숍

•테스트 프로젝트 소개
•테스트 베이시스 배포 및 설명
•테스트 레벨 결정
•�조별 Kick off 및 테스트 계획서 

양식 정의
•테스트 정황 파악

8H

3일차 테스트 접근법
•실습 제품의 테스트 정황 분석

테스트 계획 워크숍
•테스트 계획서 작성(전략)

테스트 계획서 작성(관리체계)
•테스트 규모 산정
•테스트 일정 및 담당자 정의
•조별 발표
•테스트 관리 체계 수립
•조별 발표

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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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및 실습

교육방식

무료

교육비

3일 (총 24시간)

교육시간

champ@tta.or.kr 

031-724-0075 / 031-704-8901

문의처

테스트 리더를 위한 
SW 테스트 관리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테스트 관리 개요

•테스트 관리 개요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조직

테스트 결함 관리
•결함 관리 개요
•결함 관리시스템
•결함 메트릭

8H

2일차 테스트 위험 관리
•위험 관리 개요
•위험 관리 프로세스
•위험 기반 테스트
•위험 기반 테스트 사례

테스트 문서화
•테스트 문서화 표준
•테스트 명세서
•결함 보고서
•테스트 요약 보고서
•요구사항 추적표

테스트 메트릭과 측정
•메트릭과 측정 개요
•제품 메트릭

8H

3일차 테스트 메트릭과 측정
•프로세스 메트릭

  (결함 방지 효율, 결함 제거 효율)
•테스트 메트릭

  (베이스 메트릭, 계산된 메트릭)
•테스트 메트릭 사례

테스트 프로세스 개선
•성숙도 모델
•테스트 프로세스 개선 모델

글로벌기업 사례
•품질 프로세스
•품질 조직 및 인력
•품질 기술

8H

SW 테스트 엔지니어의 테스트 모니터링, 결함, 위험, 메트릭 등 관리 능력 향상교육목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8-30 16-18 10-12

연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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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엔지니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

SW 공학, 요구공학에 대한 이해를 통한 SW엔지니어의 업무 능력 향상교육목표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이론 

교육방식

무료

교육비

2일 (총 16시간)

교육시간

champ@tta.or.kr 

031-724-0075 / 031-704-8901

문의처

일  자 교 육 내 용 시  간

1일차 SWEBOK

•SDLC

•SW개발방법론

•SWEBOK 이해

Agile Method

•XP

•Scrum

PMBOK

•Core Process

•Support Process(1)

•Support Process(2)

8H

2일차 소프트웨어 규모 추정

•LOC, COCOMO

•Function Point

•사업 대가 가이드

소프트웨어 요구공학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식별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명세

•요구사항 검증

8H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27 4-5

연간일정



신청 / 접수
홈페이지(http://champ.tta.or.kr)

접속 후, 협약사 회원가입(신청)

협약 체결
우편발송(또는 방문)을 통한

협약서 날인

교육훈련 신청 및 참여

참여혜택 • TTA아카데미 컨소시엄 훈련과정 국비지원(무료) 제공

• 협약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편성

• 기타 시험인증 및 표준화 관련 전문정보 제공 및 지원

협약대상  SW 품질 향상을 필요로 하는 조직(중소기업, 대기업, 기관 및 연구소 등)

※ TTA 컨소시엄은 전략유형으로 타 컨소시엄 중복 및 대기업 참여 가능

협약절차

문의 담당자  강지운 책   임  Tel. 031-704-1284

 차수란 연구원  Tel. 031-704-8901

e-mail. champ@tta.or.kr

Home. http://champ.tta.or.kr

TTA아카데미 「IT품질 전문인력 육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이란?

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기업(또는 기관) 소속 

재직근로자에 대상 훈련기관에서 전략분야 교육훈련을 국비지원(무료)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직업능력 개발사업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모집

champ.tta.or.kr



135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47 Bundang-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91, Rep. of KOREA

지 하 철 : 분당 서현역

주변버스 :  공항▶5100, 5200, 5300, 5400 

 일반▶116, 116-3, 15, 17, 220, 222, 250, 300, 33, 380, 52, 520, 55-1, 720-1, 720-2, 730 

 직행▶102, 3500, 5500-1, 7007-1   시외▶8446

TTA 교통편 안내

edu.tta.or.kr

KB국민은행잔디광장

분당구청

서현 사거리

서현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