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래인재 혁신역량 강화사업

과 함께하는

제주도민 AI활용 소프트웨어개발 인력양성
교육생 모집 2021. 7. 15(목) ~ 8. 18(수) 18:00까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SK텔레콤에서는 제주도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차별화되고 접근하기 쉬운
「SKT와 함께하는 AI활용 소프트웨어개발 인력양성」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주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01 사업내용
모집대상 > 제주도민 누구나
사업내용 >

03 주요내용-1
구분

주요내용

기초교육

기간 : 8. 23(화) ～ 8. 28(토)(차수당 16시간씩 운영)
(1차) 8. 23(월)～8. 24(화)
(2차) 8. 25(수)～8. 26(목)
(3차) 8. 27(금) ～ 8. 28(토)
장소 :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내용 : AI 이해 및 주요 상품 체험, 솔루션 사용법 숙지 등

·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상품 기획 및 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 교육생 중 우수자에 한해 지역 도민 대상 학습강사로 활동 지원
(소액의 활동비 및 교육재료 제공)

02 주요일정

실무교육
(비대면 실시)

공고 및 접수 > 2021. 7. 15(목) ～ 8. 18(수)
교육생 확정 및 개별 안내 > 2021. 8. 19(목)

연수교육

대면 및 비대면 교육 > 2021. 8. 23 ～ 11. 30
· 기초교육 :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교육 희망기간 택1)
8. 23(월)～8. 24(화) / 8. 25(수)～8. 26(목)
/ 8. 27(금) ～ 8. 28(토)
· 연수교육 : SK텔레콤 인재개발원(경기 이천시 소재)(교육 희망기간 택1)

비고

11. 1(월) ～ 11. 6(토) / 11. 8(월) ～ 11. 13(토)

기간 : 8. 30(월) ～ 11. 30(일)
대상 : 기초교육 수료자
내용 : AI 기반 서비스 상품 개발(기획, 마케팅, S/W 개발 등)
기간 : 11. 1(월)～11. 13(토)(5박 6일, 총 56시간, 2회)
(1차) 11. 1(월) ～ 11. 6(토)
(2차) 11. 8(월) ～ 11. 13(토)
장소 : SK 텔레콤 연수원(경기 이천시 소재)
대상 : 실무교육 이수 후 중간평가를 통과한 교육생,
2020년 교육 이수자 중 재교육 희망자
내용 : AI 디벨로퍼 활용 과정 및 티움 등 연계시설 체험
COVID-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및 일정 등 변경 가능

시제품 개발 실무자 멘토링 실시 > 2021. 8. 30 ～ 11. 30
시제품 개발 평가회 > 2021. 12. 5(일) 10:00 ～ (예정)

03 주요내용-2
교육비 무료 >
신청방법 >
· 공고내 QR 코드를 통해 접수

참가신청

카카오톡 문의

· 문의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육성부(726-9912)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카카오톡채널
· 세부내용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 참조(jiles.or.kr)
참가자 의무사항 >
· 참가자 전원 평가회 반드시 참가
· 사업 참여기간 중 SNS에 사진 또는 동영상 게시 (활동 보고 10회 이상)
· 팀별 결과보고서(제공양식 활용)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