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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3無 기반
자기주도, 동료학습을 통해 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하는

「42 서울」 6기 오리엔테이션 개최
- 6기 총 250명 선발, ‘20년도부터 3년 간 총 1,600여명의 교육생 선발
-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 육성·배출

□ (재)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2022년 3월 8일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과정
인 ‘42 서울’의 6기 교육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창의적
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다.
□ ‘42 서울’은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문제해결식 소프트웨어 교육
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의 ‘Ecole 42’의 교육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비학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ㅇ 일반적인 강의 방식이 아닌 교육생들 간 동료학습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해결형 학습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수, 교재, 학
비가 없는 3無 방식이 특징이다.
□ ‘42 서울’은 교육생들에게 모든 학습 시설을 연중무휴, 365일 개방하

며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커리어 개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교육생들의 기술적 성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 이번 6기는 총 250명(남자 73.2%, 여자 26.8%), 평균나이 24세로 IT
/SW관련 전공자 55%, 비전공자 45%로 선발되었다.
ㅇ 1개월 집중교육과정인 '라피신'을 마치고 본 과정에 합격한 총 250명의
교육생은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본격적인 과정을 시작한다.
□ 오리엔테이션은 홍승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재양성단 단장의 격려사와
이민석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ㅇ 또한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교육생들
에게도 생생한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ㅇ 오리엔테이션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3ssvEjDfSCs)
□ 이번 행사에서는 42 서울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인 동료 학습 참여 활
성화를 위해 동료와 협업할 수 있는 미니 코딩 테스트, 42 서울 동아
리 부스 운영 등 교육생 간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 이민석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은 ‘42 서울에서 배우는 법’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이곳에서 프로젝트 해결 과정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법을 익히고, 소프트웨어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 1. 42 서울 6기 오리엔테이션 행사 개요
2. 42 서울 6기 오리엔테이션 현장스케치 사진

참고 1 42 서울 6기 오리엔테이션 계획(안)
□ 행사 목적
ㅇ 6기 본과정 입과 시점에 맞춰 42서울 본과정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개최
ㅇ 교육생을 위한 행사인 만큼 동료들 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ㅇ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행사 운영
□ 행사 개요
ㅇ 일 정 : 2022. 3. 8.(화) 13:00~18:00 (예정)
ㅇ 장 소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새롬관 전체
ㅇ 참석자 : 42 서울 6기 교육생 250명 및 재단 관계자 등
□ 주요 일정(안)
구분

공식행사

시간

프로그램

12:00-13:00

참가자 등록 및 기념품 수령

13:05-13:10

개회 및 환영사, 축사

개최식/내·외빈

13:10-14:00

(특강) 42 서울에서 배우는 법

이민석 학장

과정소개

14:00-16:05

그룹활동

16:05-18:00

42 서울 본과정 소개
- 동료평가 방법 안내 등
42 서울 동아리 부스 방문,
단체 촬영 등

비고

상시 관람

참고 2 42 서울 6기 오리엔테이션 현장 스케치 사진
ㅇ (사진설명) ‘42 서울에서 배우는 법’ 특강 중인 이민석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장

ㅇ (사진설명) 42 서울 6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교육생들

ㅇ (사진설명) 42 서울 6기 교육생 단체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