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 Maestro 과정 연수센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2층

www.swmaestro.kr    

30人의 SW 무림고수에게 배우는 최고 교육과정,

대한민국 최고급 SW인재양성 프로젝트 SW Maestro 과정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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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Maestro 과정은 

최고급 SW인재 양성을 위해 기획된 국가지원 프로젝트입니다.

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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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집약 시대 도래에 따라 최우수 SW 인재를 발굴, 체계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SW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 분야별 최고 전문가에 의한 도제식 교육방식을 통해 단계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는 시스템입니다.

단계별로 군복무 연계, 장학금, 특허 출원 비용, 최고급 IT기기, 프로젝트 활동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최종 인증자에게는 5,000만원의 지원금, 창업 컨설팅 및 공간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SW 생태계
선순환

SW 개발 
최고급

인재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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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혜택 과정 지원방법 

선발인원           100명(1단계 연수생) 

선발분야 SW 개발 전 분야 

지원자격 SW 개발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재능을 겸비하고, 뛰어난 개발 열정을 보유한 자
                          현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휴학 중인자 등

선발방법           선발 기준

    미래 성장잠재력 
   •SW Maestro 및 SW분야 최고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 인성, 열정, 의욕, 비전 등을 평가

    현재의 SW개발관련 보유역량
   •기존 참여 프로젝트의 성과 및 개인의 참여수준을 통해 해당분야의 보유 기술, 지식 수준 등을 평가
 
   지원 기간
    11. 4. 7 (목) ~ 5. 13 (금) 17:00까지

   지원 방법
   온라인 접수 :  www.swmaestro.kr
    SW Maestro 과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지원서 양식에 맞게 작성
  

 
  
   

전형 방법

    1차 서류접수 : 11. 4. 7(목) ~ 11. 5. 13(금)까지

   •이름, 학력 등에 대한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개발수행능력 및 잠재성 평가

    2차 심층 기술 면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별 개별통보 예정 

   •SW 관련 기술수준과 SW Maestro로서의 포부, 비전, 인성, 열정 등을 다면평가

   •지원자가 개발한 SW 시연 및 발표를 통해 보유역량 평가

   •면접 당일 기술테스트 실시 가능  

   문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인력팀

   SW Maestro 과정 담당자 Tel.042-710-1353, 1359       swmaestro@nipa.kr

총 15개월의 과정기간을 통해, 전 SW 개발 분야에 이르는 교육과정을 접할수 있음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분야별 멘토링 수혜가능

연수생 특전

월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 지급 

최고급 IT기기(노트북 등) 지급

현존 최고 SW 고수의 멘토링

유수 기업 탐방 및 전시회 등 해외 단기연수

프로젝트 개발비 지원

체계적 창업 / 특허 지원 , 외부 투자 연계 기회 제공

국방부 Cyber사령부 SW 연구원 형식의 군복무 연계

24시간 개방 연수생 전용 개발공간(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제공

1단계 (100명) 2단계 (30명) 3단계 (10명) SW Maestro 

5개월
11. 7 ~ 11. 11

장학금(월 100만원)

3개월
12. 7 ~ 12. 9

장학금 (월 200만원)

지원금 5,000만원    
7개월

11.12~ 12. 6
장학금(월 150만원)



04 2011·SW Maestro 과정 _05

방학 중 집체교육, 학기 중 정기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연수생 전용 연구공간, 휴게실, 체력단련실, 개발서적 등 

제반 환경 제공 (24시간 개방)  ※ 센터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2호선 선릉역 5번 출구 5분 거리)

시설 소개

연수생의 하루

보유 기자재

연수 센터 소개

분야 기자재 분야 기자재

모바일
안드로이드, 윈도우, 애플 OS기반 스마트 폰 게임개발 XBOX, Kinect, 휴대용 게임기 NXGP 등

태블릿 PC 등

공용
임베디드

디버깅툴(JTAG  Debugger for MIPS32) - SMP지원

교육실습용보드(S5PC100  Base MEP - MC100)

ARM11 MPCore [2 Part] 등

디자인
와콤태블릿

NVIDIA TESLA C200 GPU Computing processor

100人 연구공간 서가 휴게실 하루의 시작
개발과 양치를 동시에!

SW Maestro라면 
이 정도 내공은 있어야죠.

연수의 꽃, 멘토링

노는 거? NO!

진지한 멘토링의 현장이죠 

팀 프로젝트는 이렇게~
뭐가 고민이야?

머리를 맞대고 즐겁게 문제 해결 !    

즐거운 간식 시간
함께 모여 편하게~ 맛있게~

서가엔 전문 도서가 가득
열람 후엔 반드시 

    제 자리에 꽂는 센스^^

좀 쉬기도 해야지!
기타 선율 따라 stress free ~

Linux (Ubuntu) 서버

수강, AIM 개발서버, DB서버

Mac Pro

Apple LED backlit Display

공용 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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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활동

1기 History

SW Maestro 과정소개 및 센터 이용안내

SW Maestro 과정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멘토단 및 연수생간 유대 강화

해외 SW 기업 견학 및 전시회 참가를 통한 체험학습의 기회 제공

단계별 현황 

교육 과정中 연수생 수상내역(2010)  

1단계 진출자 최종 현황 (총 100명) 2단계 진출자 최종 현황 (총 29명)

성   별

연   령

학   력

여  7%남  93%

10대  13.7%20대  86.2%

대학원  4%대학생  86%
고교생  10%

성   별

연   령

학   력

여  6%남  94%

10대  13.7%20대  86.2%

대학생  70%
고교생  18%

대학원  12%

성명 수상내역

유신상, 이동훈 삼성 bada Global Developer Challenge 1위(Older and Wise부문)

유신상 대한민국 인재상(대통령상)

진성주 삼성 bada Global Developer Challenge 특별상 수상

오지헌 정보올림피아드 공모전 금상

김승연 ISEC CTF 우승(행정안전부장관표창)

윤한석 대한민국 게임대상(우수상)

류성태 공개소프트웨어 공모대전 은상

정충선 대한민국 SW 공모대전 은상

손동우 전국 대학생프로그래밍경진대회 은상

오리엔테이션  (10.8) 워크샵 (10.8)

해외연수 (11.1)발대식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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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Maestro 과정 안내 

멘토와 연수생 프로필 소개 

연수생 모집 및 선발

교과과정 온라인 운영시스템 지원

멘토, 연수생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홈페이지 소개  www.swmaestro.kr    1기 멘토

분야 소속 성명

Enterprise

오라클 김 태 완

NHN 박 응 주

Cloudine 김 병 곤

SE

유니웹스 고 재 관

제니퍼소프트 김 성 조

NHN 유 석 문

애자일컨설팅 김 창 준

인피언컨설팅 양 수 열

PINY 김 승 범

아키텍처
데브피아 지 의 완

데브소프트 신 승 근

모바일

지킬닷컴 정 승 일

소프트웨어인라이프 장 선 진

애드온모바일 남 범 일

마인드폴 지 승 욱

임베디드

겜브라스 조 정 현

LG U+ 김 영 훈

에프에이리눅스 유 영 창

OS

OndolSoft 김 주 환

티맥스소프트 백 설 기

프리랜서 서 상 현

보안
프리랜서 서 형 주

김태하연구소 김 태 하

DB

티맥스소프트 최 용 진

티베로 송 용 주

CDNetworks 홍 민 희

다음 김 동 현게임

< 11. 3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