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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소프트웨어 교육 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5기 교육생 입교식 개최
- 5기(300명) 선발 포함하여 ‘20년도부터 2년 간 총 1400명(1~5기)의 교육생 선발
- 기업 연계 프로젝트 과제 운영 통해 “실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지속·강화 예정
이노베이션 아카데미(학장 이민석)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42 서울의 5기
교육생 300명을 선발하여 11월 15일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교육 과정을 시작한다
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자기주도 학습,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한 창의 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가 협력
하여 2019년 12월 설립한 기관으로 글로벌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인 프
랑스의 에꼴 42를 도입, 42 Seoul의 2년 과정의 비학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
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작년에 850명(1~3기)을 선발한데 이어, 올해 5월 4기 교
육생 250명, 이번 5기 300명까지 2년간 1~5기 총 1400여명의 교육생 선발을 통
해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전문
인재를 육성·배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소프트웨어 인재 수요가 가장 많은 인공지능, 웹개발, 게임분야에

대해서는 기업과 연계한 기업형 프로젝트 과제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지속·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5기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도전하였으며 최종 선발 된 교
육생들 중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43%, 비전공자가 57%로 비전공자가 전공자보다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기수는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
로 개발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입시 학원 강사, 프리랜서 모델, 가구 디자이너,
환경 분야 연구원 등 개발과 무관한 이력을 가진 이들의 경력 전환 도전 사례가 돋
보였다.
* 10대 – 교육 시작일 기준 만 19세
이번 5기 입교식은 교육생을 위한 자리인 만큼 선배 교육생들의 주도로 교육생이
직접 만드는 행사로 기획하여 취업 선배를 초청하여 경험담을 청취하는 “취업자 초청
토크콘서트”와 42 서울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인 동료 학습 참여 독려를 위해 교육생이
출연한 “올바른 동료 평가 문화 캠페인” 영상 시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42 서울의
교육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로 마련했다.
5기에 입교한 교육생 A씨는 “개발을 해본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이곳에 도전했다”
며 “강의도 교재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내 옆자리
의 동료와 함께 해쳐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해내지 못
할 것 같았던 미션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전했다.
이민석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은 “42 서울은 강의가 없기 때문에, 동료와 함께
협업하며 학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라피신(1개월 집중교육과정)이라는 지
난 4주 간의 선발 과정에서 경험했다”면서, “프로젝트 해결 과정을 통해 스스로 배우
는 법을 배움으로서 소프트웨어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
혔다. 끝.

[참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5기 입교식 계획(안)

참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5기 입교식 계획(안)

□ 개요
ㅇ (목적)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42 서울 5기 교육생 입과 시점에 맞춰
본과정 교육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한 입교식 개최
ㅇ (일시) 21.11.15.(월) 13:00~18:00
ㅇ (장소)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개포디지털혁신파크)
ㅇ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ITP, 서울시 관계자, 재단 이사장.
42 서울 5기 교육생 300명 및 재단 관계자 등
□ 주요 일정(안)
시간

내용

참석자

13:00~13:05

학장 환영사

이민석 학장

13:05~13:15

내·외빈 축사

과기정통부, IITP 등

13:15~13:20

식순 안내

13:20~13:30

올바른 동료 평가 문화 캠페인 영상 시청

13:40~15:00

42 서울 안내 프로그램
(취업자 초청 토크콘서트 등)

15:00~18:00

신입 교육생 미션 투어 프로그램
(42 서울 인증샷 등)

-

5기 교육생 300명 및
재단 관계자

□ 참고 사진
ㅇ (사진설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5기 입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민석 학장

ㅇ (사진설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입교식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교육생들

ㅇ (사진설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습 공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