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경험지원 성남청년 프리인턴십>

AI프리인턴십 4기 모집공고
‘AI프리인턴십’이란?
실리콘밸리 등 국내·외 현직전문가 멘토단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으로
청년들이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방식과 기술을 결합하여
App/Web 형태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스타일 팀 프로젝트

‘AI프리인턴십’키워드
실무역량 중심 커리큘럼으로 5주 팀 프로젝트 운영
#직무경험 #취업역량강화 #교육훈련과정 #부트캠프 #온라인중심
국내·외 현직개발자 등 전문가 멘토단이 제공하는 특강-교육-멘토링
#AI·BigData #4차산업혁명시대_핵심기술 #미래역량 #현장실무중심
#실리콘밸리_실시간연결 #1ON1진로멘토링 #혁신형인턴십
프로젝트 경험을 ‘포트폴리오’로! 구직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IT포트폴리오_컨설팅 #프로젝트발표회 #전문심사 #AI응용능력자격취득과정지원

‘AI프리인턴십’진행 절차
< 프로젝트 기간 : 2022년 8월 27일(토) ~ 10월 1일(토) > ※ 일정 및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① 오리엔테이션

② 프로젝트 운영

③ 중간발표회

④ 결과발표회

8/27(토)
오프라인

8/28(일) ~ 9/30(금)
온라인

9/17(토)
오프라인

10/1(토) 10:00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사업 설명, 팀 빌딩 등

5주 교육과정
팀 프로젝트 진행

팀 프로젝트 중간발표회

기업관계자와 함께하는
결과발표회 및 전문심사

사후지원① IT포트폴리오 컨설팅

사후지원② AI응용능력인증 자격과정 지원

10월 ~ 11월 / 일정 추후 공지
온라인

프로젝트 결과 제출 후 6주 ~ 8주 소요

전문적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온라인 IT포트폴리오 특강(1회) 및 1:1 컨설팅 제공

활용 알고리즘의 타당성 및 응용능력 등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자격과정 심사비 지원

※ 사후지원 활동은 선택사항이며 프로젝트 참가자 대상 사전 신청 진행 예정.

‘AI프리인턴십’활동 방식
구분

내용

진행방식

일정

교육과정

공통

국내·외 현직전문가 실시간 교육·멘토링

온라인1)

평일 10시-12시

(프로젝트)

팀별

팀별 프로젝트 진행 및 기술멘토링 지원

온라인

상시(팀 내 조율)

진로멘토링

개별

Lead Instructor와의 1:1 멘토링 세션

온라인

일정에 따라 개별 신청

IT포트폴리오

특강

IT포트폴리오 컨설팅 교육

오프라인

10월 중(추후 공지)

컨설팅

1:1

개별 IT포트폴리오 컨설팅 진행

온라인

일정에 따라 개별 신청

프로젝트 결과 제출 후 평가 진행

-

-

AI응용능력인증

※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리콘밸리 현직
전문가 멘토단과의 실시간 연결을 위해 시차를 고려하여 편성됨.
※ 학업 등의 사유로 일부 공통세션 참여가 불가한 경우 담당자와 사전협의 진행.

< AI프리인턴십 4기 모집개요 >
모집개요

※ 일정 및 세부내용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형태 : 개별지원(인터뷰를 통한 팀 구성 예정)
- 선정절차 : 서류접수(참가신청서 및 증빙자료) > 면접심사(온라인) > 최종 선발
-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청년2)

(성남시 거주·활동 등)

- 선정인원 : 50명
- 지원기간 : ~ 2022년 8월 23일(화) 접수마감
- 면접심사 : 2022년 8월 25일(목) 온라인(줌) 진행 예정
- 선정결과 : 면접 당일 개별통지
※ 참가자 전원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8/27(토) 10:00 ~ 11:00 / 장소 추후 공지
접수방법

※ 일정 및 세부내용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 이메일 제출 dynamic0792@snyouth.or.kr
- 제출서류

※ 선발과정 중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이력서 1부. (자율양식 / 교육, 프로젝트 경험, 경력, 대외활동 등 구체적으로 작성)
③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
④ 참가신청서 서술내용에 따른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자격증/수료증 사본 등)
문의처 성남시청소년재단 청년정책실 031-729-9042 / dynamic0792@snyouth.or.kr
1) 오리엔테이션, 중간발표회, 결과발표회 등 오프라인 공통일정 사전공지 예정.
2) 성남시 거주·활동(재학, 재직 등) 자격요건에 있어, 성남시청년지원센터(신흥, 판교) 멤버십 활동 청년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