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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프로보노 ICT멘토링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3월 2일

한 국 정 보 방 송 통 신 대 연 합 회 장

□ 멘티 모집 개요

 ㅇ 신청자격 : ICT에 관심 있는 대학생(전공 및 학년 무관)

★ 단, 「SW중심대학 주요참여학과」 학생 참여 불가능

(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참여 가능)

 ㅇ 신청방법

   ① 멘티 신청

   

한이음사이트 

로그인

www.hanium.or.kr

▶
사업소개>프로보노

ICT멘토링>참가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jean@kfict.or.kr

▶
프로보노 멘티 6기 

신청

   ② 멘토 혹은 멘티가 등록한 프로보노 프로젝트에 파트너 신청

 ㅇ 신청기간 : 2018. 3. 2.(금) ~ 4. 30.(월)

□ 프로보노 ICT멘토링 개요

국내 유수의 ICT기업 전문가(멘토)들과 ICT에 관심있는 대학생(멘티)

들이 팀을 이루어 사회공헌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착한기술”프로

젝트를 개발하고 수행하는 ICT 실무 인재양성 프로그램



 ㅇ 프로젝트 주제 : 소외계층을 위한 착한기술을 개발하는 사회공헌형 프로젝트

 

      상황

 대상  

일반적 상황 응급적 상황 체계

교육 안전 건강 구급 화재 범죄 교통 통합 예방 사후

장 애 인

노 약 자

청 소 년

영 유 아

* 노약자 : 노인, 임산부, 환자 등

 ㅇ 프로젝트 추진일정

프로젝트 공고 개설 심의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 종료

한이음사이트

프로젝트 등록

(개요서 첨부)

멘토·멘티 팀구성

(멘토 1명+멘티 3~5명)
➡
프로젝트 개설

승인 또는 반려
➡
프로보노 데이

(Kick-off)

수행계획

제출

프로젝트 수행

·오프라인 회의

·활동보고서

·중간발표평가

➡

최종발표평가

멘토·멘티 시상식

결과보고서 및

성과등록

멘토

활동비

지급

 멘토·멘티 : 한이음사이트 프로젝트 등록(~4.30.(월))

 멘토·멘티 : 참가 신청 및 파트너 신청(~4.30.(월))

 프로젝트 등록자 : 파트너 신청 확인 및 팀구성 완료

 멘토·멘티 : Kick-off 미팅 및 프로젝트 수행계획 수립, 프로젝트 개설 신청

 사무국·위원회 : 개설 심의(승인 또는 반려)

 멘토·멘티 : 프로젝트 수행(~11.30.)

 

  

□ 지원사항

 ㅇ 지원환경

   - 오프라인미팅 회의실/교통비, 기술정보수집비(참고 서적구입 등), 

실습장비, 클라우드 서버 등

 ㅇ 성과물 지원

   - 특허출원수수료, 논문 발표 및 게재, 프로그램 등록, 앱 등록

 ㅇ (멘티)프로젝트 수행확인서 발급

 ㅇ 우수 프로젝트 한이음공모전 참여 지원 및 시상품 지급



□ 문의처

 ㅇ 프로보노 ICT멘토링 사무국

   - 이메일 : jean@kfict.or.kr

   - 전화 : 02-2132-2108, 2116



붙임 SW중심대학 주요참여학과 현황  

 

대학명 단과대학명 참여학과(전공)

가천대 IT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경북대 IT대학 컴퓨터학부
고려대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서강대 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서강대 지식융합학부 아트앤테크놀로지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학 컴퓨터공학과
세종대 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세종대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세종대 융합대학 정보보호학과
세종대 융합대학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아주대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충남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동국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동국대 공과대학 멀티미디어공학과
동국대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부산대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정보컴퓨터공학전공)

서울여대 미래산업융합대학 디지털미디어학과
서울여대 미래산업융합대학 정보보호학과
서울여대 미래산업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서울여대 미래산업융합대학 컴퓨터학과
서울여대 미래산업융합대학 멀티미디어학과
서울여대 미래산업융합대학 콘텐츠디자인학과

한국과기원 공과대학 전산학부
한양대 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한양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컴퓨터전공)
한양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소프트웨어전공)
경희대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경희대 SW융합대학 SW융합학과
광운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광운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광운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정보융합부
단국대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단국대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단국대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단국대 SW융합대학 응용통계학과
단국대 SW융합대학 사이버보안학과
조선대 IT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조선대 IT융합대학 전자공학부(지능IOT트랙)
조선대 IT융합대학 정보통신공학부(정보보호전공)
중앙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중앙대 창의ICT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중앙대 창의ICT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소프트웨어전공)
중앙대 창의ICT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부
한동대 IT융합대학 전산전자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IT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