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추가모집
•모집부문: 연구장비 SW개발(2기)
•교육기간: 2022. 2. 7(월) ~ 12. 21(수), 11개월 과정(총 1,720시간)
•교 육 비: 무료(전액지원)
•모집 내용

•교육비 전액 지원, 핵심 교육장비 교재 무상 제공
•매월 출석률 80% 이상인 교육생에게 교육연수비(월 180만원 예정) 지급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기회 제공
•수료 요건을 충족한 교육생에게 연구장비 교육 수료증 수여
•필수 교육과정 이수 후 연구장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취업연계 지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숙사 유상 지원(타지역 거주자에 한함)

교육과정
구성

*경력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

10명 내외

구성

기본
교육
(40시간)

일반
교육
(424시간)

전일제 교육(09:00 ~ 18:00) / 11개월(총 1,720시간)
전문
교육
(672시간)

•지원방법: 2022. 1. 6(목) ~ 1. 13(목), 인터넷 접수(https://see.zeus.go.kr)
•선발절차: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최종합격자 발표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자세한 일정 및 지원방법은 SEE 장비사관학교 홈페이지 참조

내용
(필수) 오리엔테이션 및
장비안전·관리·윤리 교육

교육일정

-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양성과정 소개 및 안전교육 등
‘22.2.7∼2.11

(필수) 기초과학교육

- 표준과학의 이해,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트렌드, SW산업의 이해 등

(필수) 프로그래밍 언어

- 연구장비 SW 개발에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C++, Python)

2월~3월

(필수) 연구장비 이론 및
상용장비 SW중심 
활용실습교육

- 20대 핵심교육장비 중심 기본원리와 분석방법 이해
- 상용 연구장비 소프트웨어 이해와 실습을 통한 장비 활용

4월~5월

(필수) 연구장비 SW개발
전문교육

- 연구장비 SW 개발을 위한 필수소양 교육과목
 *선형대수학, 이산수학, 인공지능, 자료구조, 랩뷰, 수치해석, 
  디지털신호처리, 디지털영상처리, 음향해석, UX/UI, SW공학 등

6월~9월

(필수) 전문교양교육

- 취업역량 강화 및 현장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산업체 현장견학, 
  취업컨설팅, 영어, 시험인증, 컴퓨터 활용 등 정규 교과 외 부가 교육 

심화
맞춤형
교육
(608시간)

(필수) 연구장비 SW개발
실습 교육

-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장비SW의 주요기능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 연구장비 HW의 모듈/모사 시스템을 제작하고, 제작 HW와 개발 SW를
  연동하여 제어 및 데이터 처리 등의 실습 수행

6월~11월
(팀코칭)

실습

(선택) 기업 현장 실습

- 주요 연구장비기업 인턴 실습
 * 채용연계형으로 추진 

11~12월

5 문의처
•전문교육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GMA (042-868-5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