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IBM의 글로벌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은
대학, 학생, 연구자를 위한 교육과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cademic Initiative
IBM의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들을 무료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연구인 경우 대학생, 교수, 연구자라면
IBM의 40여가지 솔루션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IoT, 보안 등 다양한 영역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보세요.
기술에 대한 무료 강좌까지!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무료 강좌를 제공합니다. 관심있는 기술 영역이 있다면
어떤 코스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Academic Initiative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강좌가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ibm.com/academic/home

Skills Academy
Train-the-trainers
교수와 대학기관의 강사가 강의와 시험을 만들고 자격증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8가지 기술 영역
오늘날 현업에서 필요로하는 기술 영역들-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사이언스, 시큐리티,
IoT,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 디자인 씽킹에 대해 IBM이 교육 포탈과 콘텐츠,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론, 실습, 유즈케이스를 통한 팀 프로젝트까지
커리큘럼은 이론강의와 실습, 그리고 인더스트리 유즈케이스로 이뤄져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학습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고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해보면서
현업을 체험해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세요!
Skills Academy 프로그램은 IBM과의 유료계약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과 견적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옥 과장
한국 IBM, Developer & University Relations
eocho@kr.ib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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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IBM과 대학교와의 관계는
1945년부터 지금까지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IBM 아카데믹 이니셔티브는

대학, 학생, 연구자를 위한 교육과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ech Area

Lectures

Free Trials

10여 가지 기술 영역!

기술에 대한 무료 강좌와 자료까지!

IBM의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들을 무료로!

클라우드,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IoT, 인프라, 보안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IBM의 기술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무료 강좌들과
다양한 리소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술 영역의 코스들을 확인해보세요!

상업적 목적이 아닌 연구 목적이라면
IBM의 40여가지 솔루션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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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아카데믹 이니셔티브를
여러분도 활용해보세요!

6,000개

이상의 전 세계 대학교에서

3.1만 명

이상의 교수, 강사, 연구원들이

IBM은 더 많은 학생들이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IT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영역에 걸쳐 퀄리티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만 명

이상의 학생들과 함께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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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m.com/academic/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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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kills Academy

IBM Skills Academy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IBM Skills Academy는?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스킬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트레이닝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의 전공에 상관없이,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IBM Skills Academy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IBM의 T3(Train-the-trainers)과정을 통해 교수, 강사, 연구원에게 Skills Academy 운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의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자는 Skills Academy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에셋과 IBM 및 오픈소스 기술들을 활용해
자유롭게 학습모델과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클라우드 기반의 학습환경을 통해 교육이 이뤄집니다.
전체 코스를 수료하게 되면 패컬티와 학생들은 각 스킬에 해당하는 인증서인 뱃지(Badge)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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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Training Course
Skills Academy를 통해 아래의 3가지 영역에 대한
균형있는 코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론

•

클라우드 기반 실습(Hands-on Labs)

•

산업 활용 사례(Industry Use Cases)

코스 구성은 교육기관의 검토와
T3(Train-the-trainer)를 통한 학습 모델링을 통해 이뤄지며
각 기술 영역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패컬티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코스를 수강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면 뱃지(Badge)를 받을 수 있습니다.

IBM Skills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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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s
Skills Academy를 통해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8가지 기술 영역을 학습할 수 있으며
뱃지 발급 등을 통해 취업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블록체인

•

인공지능

•

데이터 사이언스

•

보안

•

IoT

•

클라우드 서비스

•

양자 컴퓨팅

•

디자인 씽킹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트랙에 대한 소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자료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IBM Skills Academy

IBM Skills Academy

IBM Skills Academy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언제든 문의하세요
IBM Skills Academy 뿐만 아니라
IBM의 글로벌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은옥 과장 (eocho@kr.ibm.com)
한국 IBM Developer & University Relations Manager

https://www.ibm.com/academic/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