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2019학년도

여름방학 SW아카데미
접수기간

7월 6일(토) ~ 7월 10일(수)

참여대상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컴퓨터 분야에 소질 · 적성 및 관심이 있는 학생

SW아카데미 기간

7월 22일(월) ~ 7월 25일(목) 4일간 / 수업시간 08:30~12:20

※ 선착순 신청이므로 조기 마감 가능

참가특전

미래인재특별전형 심층 면접시 가산점 부여

신청방법

온라인 선착순 접수

수강료

전액무료

SW아카데미 과정 및 참가신청 QR코드

스마트보안솔루션과

※ 중복 신청불가

디바이스소프트웨어과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나만의
컴퓨터 만들기

해킹을 알면
보안이 보인다
http://naver.me/Fr1dBpjU

http://naver.me/5P5dPvYf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게임소프트웨어과

구글 VOICE KIT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만들기

내가 만든
3D 캐릭터,
VR로 날개를 달자

http://naver.me/FCNmRVq6

http://naver.me/5Sv3ljSn

선정

● SW아카데미
●
 선정결과

정원(학과별 25명) 이내에서 선착순 선발

통보 - 7월 12일(금) 문자발송 및 본교 홈페이지 안내

※대기자 : 7월 12일(금) 이후 순차적 개별 통보

세명컴퓨터고등학교
Semyeong Computer High School

입학문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92가길 33

홍보기획부 02)353-5432 / 교무실 02)354-1323~4

소프트웨어 1등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정한
정보보호·인공지능·소프트웨어분야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새로운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갑니다.

| 학교 특색 사업 |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IBM과 함께하는 한국 최초 P-TECH학교 ‘서울 뉴칼라 스쿨’
* 뉴칼라(New Collar) :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클라우드 전문가 등 전 산업군에 필요한 새로운 미래 인재
* P-TECH :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학 2년의 교육과정이 통합된 세계적인 공교육 혁신 모델로, 산업계-교육계-정부가 힘을 합쳐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화이트해커 양성의 요람

IoT 기반 창의 융합 발전소

스마트보안솔루션과

디바이스소프트웨어과

해킹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하고
각종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정보보안 전문가 양성

스마트 디바이스와 사물인터넷을 결합하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가 양성

IBM P-TECH [서울 뉴칼라 스쿨]

차세대 문화산업의 리더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게임소프트웨어과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가상현실(VR)과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하여 게임소프트
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임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일정

입학설명회 내용

2차 10월 19일(토) 10:00

2
 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및 개별 심층상담

3차 11월 9일(토) 10:00

학과 소개 및 진로(진학/취업)상담

사전접수
http://naver.me/G4zMBPcO

입학문의

|

스마트보안솔루션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디바이스소프트웨어과

게임소프트웨어과

홍보기획부 02)353-5432 / 교무실 02)354-13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