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가로의 도약!

기상·기후 빅데이터 전문가에

도전 하세요!
주요내용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야 S/W 엘리트 양성( ’19. 6. 3.∼11. 29.) ※ 일정 변동 가능
기상·기후 관련분야 취업 매칭 등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PROGRAM 소개

역량 배양 교육

Ⅰ교육목표Ⅰ

교육생 선발

참가자 모집 및 선발 / 2개반 운영(서울, 대구)

Ⅰ모집기간Ⅰ 2019. 4. 22.(월) 9:00 ~ 2019. 5. 7.(화) 12:00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가치 확산
+ 빅데이터

기술 교육 및 실무 프로젝트를 통한 융·복합 인재로서의 소양과 역량 습득

Ⅰ교육기간Ⅰ 2019.

6. 3.(월) ~ 11. 29.(금) / 6개월 약 979시간
※ 교육기간은 교육생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Ⅰ교육내용Ⅰ
+ 공통이론(기상기후 빅데이터 기초,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

Ⅰ서류심사Ⅰ 2019. 5. 9.(목)
Ⅰ서류발표Ⅰ 2019. 5. 13.(월)
Ⅰ면접심사Ⅰ 2019. 5. 18.(토) / 서울, 대구 별도 면접
Ⅰ합격자발표Ⅰ 2019.

5. 22.(수)
※ 모집기간 및 심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실습형 빅데이터 S/W 기술(빅데이터 분석 기초, R언어 및 통계 실습)
Python 및 머신러닝 실습, 실무프로젝트, 취업역량 강화 등

Ⅰ모집인원Ⅰ 총
 48명 (서울반 24명, 대구반 24명)
※ 서울반, 대구반 별도 모집 (중복 지원 불가)

Ⅰ교육 특장점Ⅰ
+ 기상·기후

빅데이터 R&D 및 BM(Business Model) 연계 다양한 사례 연구

Ⅰ지원자격Ⅰ

+ 기상·기후

Real Data 기반 교통·물류·에너지 등 타 분야 융합서비스 활용 실습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 취업경쟁력

강화 교육(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이미지 메이킹 등)

+ 만 34세 이하 취업 의지가 강한 미취업자

+ 기상·기후

분야 전문가 지정 멘토링, 실습 노트북 제공 등

Ⅰ우대사항Ⅰ

Ⅰ교육특전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접수일 기준 SW역량평가(TOPCIT) 성적 300점 이상 서류전형 제외

+ 교육비 무료(교통비 지급) 및 피복 제공

+ 학업성적 우수자

+ 우수교육생 해외연수 지원(3개월)

Ⅰ지원방법Ⅰ 상세

지원방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

+ 취업 세미나 개최, 취업정보 제공 및 인재추천 등 취업성공 지원서비스 제공

공지사항 참조

이메일 접수 edu_bigdata@kmiti.or.kr
※ 이메일 트래픽 부하 상황을 고려하여 접수마감시간 이전 접수 권장

Ⅰ선정방법Ⅰ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접심사를 통한 교육생 선발
+ 서류 심사(1차) : 학부

및 최종 학교 성적, 자기소개서, SW역량 평가 점수, 자격증
등 기타 우대사항
+ 면접 심사(2차) : 자기

PR, 지원동기, 표현력, 가능성(관련분야 진출) 등

문의처
E-mail. edu_bigdata@kmiti.or.kr
Tel. 070-5003-5233~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