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ICT 산관학 동반성장 및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 안내

시점

ICT 산관학 프로그램? 이게 뭐지?

프로그램 개요
학교별 재량으로 TourAPI 활용 경진대회 공지 및 개시

저희 공사는 2015년 2월에 서울에서 원주로 이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아무
래도 서울에 비해 IT 전문업체 및 인력 Pool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여 안정적으

☞ 경진대회 참가팀은 1개 팀당 최대 3명으로 한정
☞ 참가자 재량에 따라 공사에서 개최하는 TourAPI 활용 ICT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 동시 참여 가능

6월 중순

로 전문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더군요. 그래서 공사와 IT협력사((주)LIG
시스템 및 5개 협력사)는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 내 대학교 IT학과와 협

9월 초순

ICT 최신 기술동향 세미나 교육 및 도서 증정(경품추첨 증정)

력하여 미리미리 인재를 양성해서 결원 시 충원이나 추가 채용이 필요할 때 원주 내

9월 중순

경진대회 인큐베이팅 현장 교육상담 지원(공사&IT협력사)

대학교 우수인재를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11월 초순

경진대회 마감 및 학교별 베스트 입상작 공사 제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2016년도를 첫 시작으로 2017년

11월 중순

입상작 심사 및 순위 결정

도에는 4개 대학교(강릉원주대,상지대,연세대,한라대)와 협약을 맺어 함께 하고 있

11월 하순

시상 및 수상경품 수여

* 단, 프로그램, 일정 등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습니다.

자세한 건 어디에 물어보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나한테 뭐가 좋은 거지?
첫째, ICT 최신 기술동향 세미나 교육에 참여하시면 실제 업계 전문가와 각 학교
IT학교 교수님으로부터 고품질의 IT 최신 기술 소양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정
규수업과 연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며, 추첨을 통해 학업에 도움이 될 만한 스마트
기기 등 소정의 경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IT 실용 전문도서를 각 학교 학과실에 다량 기증하여 학생 여러분의 전공지
식 배양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중 관광정보 개방 Open API(이하 TourAPI)
서비스가 있습니다. 각 학교 재량 하에 TourAPI를 활용한 ICT 융합서비스 경진대회
에 참여하여 입상 및 수상하시면 공사 및 협력사명의 상장과 함께 고급 IT 및 스마
트 기기를 수상경품으로 받으실 수 있고, 무엇보다 본 경진대회를 통해 본인의 역량
을 급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회 수상경력이 향후 취업 시 직간접으
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공사 마케팅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IT협력사에 여러분의 선배들이 취업하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 경진대회 : 연세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학부장 윤상균 교수
▸ 프로그램 전반 및 TourAPI 서비스 활용 기술 문의 및 상담
- 프로그램 : 한국관광공사 ICT전략팀 조상민 선임차장, 엄형진 대리
033-738-3489, 3490
- TourAPI : ㈜LIG시스템 033-738-3874(경진대회 참가자임을 선 언급)

그래! 결심했어!
어디 가서 듣고 싶어도 듣기 어려운 IT 최신기술 전문 세미나 교육을 실제 업계
전문가와 교수님이 직접 무료로 강의해준다 하고, 수강자에게 추첨을 통해 다량의
경품도 준다하니 잘 하면 나도 행운에 주인공?!, 거기에다 평상시 같으면 비싸서 내
돈 주고 사서 보기엔 부담되는 전문 실용도서도 다량 기증해준다고 하니 학과실에서
빌려 볼 수 있겠네!
방학 동안에 어영부영 시간 보내지 말고, 경진대회 참여 준비 잘 해서 실무지식도
키우고 수상하면 고급 스마트 기기 경품도 받고, 취업할 때 이력에도 도움이 되니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이 어떻게 되지?

취업 경쟁력도 갖추고...

이것이야말로 비싼 등록금 대주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지름길이자 나 스스로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한국관광공사 ICT전략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