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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분야 및 인원 SW 분야, 100명 내외

연수생 지원내용 • IT기기  노트북 등 IT기기 구입비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금  단계별 월 100만원 지원금 지급

• 인증금  인증평가 상위 3팀 소속 팀원(9명)에게 각 2,000만원 지원

              창업평가 상위 5팀에 팀당 3,000만원의 창업지원금 지원 

• 프로젝트 개발비  팀별 프로젝트 재료비, 기술정보수집비 등 지원  

• 멘토링 SW개발·법률·컨설팅 등 최고전문가(멘토단)의 멘토링 제공

• 해외연수  글로벌 SW기업 탐방, 단기교육·세미나 참관 

• 특허·창업  특허 출원·등록 비용 지원, 창업 지원(펀드, 공간)

• 군복무 연계  SW개발병 형태의 군복무 연계지원 

• 개발공간 24시간 개방형 연수생 개발공간 제공(서울 역삼동)  

• 사후지원  인적 네트워킹, 기술교류·투자유치·벤처창업 등 연계

신청 자격 SW개발 분야에 창의력, 혁신적인 재능, 열정을 보유한 자

• (국  적)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제외), 2001.1.1 이전 출생자 

• (전  공) 제한 없음. 단, SW개발능력을 갖추어야 함

• (재지원) 기존 1~6기 연수생 신규선발 시 탈락자 재신청 가능

• (재직자) 재직자, 취업 확정자, 군복무(산업기능요원 포함) 중인자는 신청 불가   

 * 단, 2016.6.30까지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타과정) 유사 과정 및 정부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본 과정 중복 지원 불가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BoB, 삼성(SW멤버쉽, Sgen club, SW friendship), 

      IITP(SW특성화 대학(원),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등

 * 단, 2016.6.30까지 정상 종료시 지원 가능

지원자격 세부사항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www.swmaestro.kr)에서 지원 및 접수

신청시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만 실시,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자 이전에 지원완료 요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시간(’16.5.17, 17:00) 이후 접수 불가능

문의처 • 사업문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학인력팀『SW Maestro 사업』담당자 

                이범진 수석(Tel: 042-612-8432, e-mail: bjlee@iitp.kr)

• 접수문의  SW Maestro 연수센터 사무국

               (Tel: 02-6933-0701~6, e-mail: swmaestro@fkii.org)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과정 설명회

  * 참석자 기념품 증정(100명 한정)

지역 일  시 장  소 비고

서울
(1회) 4월 25일(월), 17시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장(16층) 선릉역 인근

(2회) 5월 2일(월), 17시 서울역 KTX 대회의실(4층)

프로그램 운영 • 최장 12개월간 단계별 프로젝트 기획·개발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 단계별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프로젝트 성과가 우수한 연수생을  

 선발하여 다음 단계 교육프로그램 지원 

1단계: 2개월 (심화교육으로 과제를 통한 상시평가 추진) + 3개월 (팀 프로젝트 추진)

선발
100명

교육과정 1단계

100명 / 5개월

'16.7~11

교육과정 2단계

60명 / 7개월

'16.12~'17.6

MAESTRO
9명 이내

접수기간 및
주요 일정

• 접수 기간 : ‘16. 4.18(월) 09:00 ~ 5.17(화) 17:00  

• 주요일정

모집 평가 선발

공고 및 접수
서류평가
(2배수)

인적성검사
SW코딩테스트, 
심층기술면접

합격자발표 오리엔테이션

4.18~5.17 5.24~27 6.6 6.8~12 6.22 7.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