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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SK텔레콤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FLYAI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한

다. 이 교육과정은 Project Based Learning(272시간)과 Product Based Learning(128시간)으로 구성하여 

총 400시간을 교육하도록 설계한다. 특히 Product Based Learning의 AI-Hackathon(80시간)에서는 SK텔

레콤 각 부서에서 제안하는 제픔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SK텔레콤 AI 개발자들이 멘토로 참여함으

로써 기업 현장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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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2021년부터 대한상의,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민관 협력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1]. 

이 프로그램은 정부-대한상공회의소-기업이 각각 프로그램 관리-운영

-개발·집행을 맡아 디지털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자율적

으로 양성한다. 또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장점은 아카데미 

운영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산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업이 직접 훈련을 제공함으

로써 기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참여한 기업은 

삼성전자, KT, 포스코, SK하이닉스이다. 2022년에 참여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KT, 포스코, SK하이닉스, SK텔레콤, SAP 등 6개로 증가하

였으며, 교육 참여 인원도 2021년 3,100명에서 2022년 3,500명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운영 현황은 표 1과 같다. 

참여 기업 교육 과정명 교육 분야 기간(월)
모집인원

(연간)

SK텔레콤 FLYAI AI 2.5 100

SK하이닉스 청년 Hy-Po 반도체 2 400

삼성전자 청년 SW 아카데미 SW 6 1,200

KT
AI 개발자 AI 6 900

DX 컨설턴트 AI 6 300

포스코
청년 AI∙Bigdata 

아카데미
AI∙Bigdata 3 300

SAP
Young Next

Cloud 아카데미
Cloud 6 300

Table 1. 기업별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운영 현황

표 1을 살펴보면 교육분야는 SW,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

드, 반도체 분야로 4차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에 해당한다. 특히 SK텔레

콤 FLYAI 사업은 그림 1과 같이 전문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지닌 프로젝트 

리더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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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KT FLYAI 목표 

본 논문에서는 SK텔레콤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FLYAI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II. SKT FLYAI 교육과정 개발 

SKT FLYAI 교육과정은 대학-산업체 간의 AI 개발자 질적인 

미스 매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였다. SKT FLYAI 교육과정

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정보과학회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도출한 

AI 개발자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SK텔레콤 Tech조직과 HRD 

조직의 검증을 통해서 12개 교과목을 도출한다[2]. 본 논문에서 개발한 

SKT FLYAI 교육과정은 그림 2와 같다. 

Fig. 2. SKT FLYAI 교육과정

그림 2의 SKT FLYAI 교육과정은 Project Based Learning(272시

간)과 Product Based Learning(128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400

시간을 교육한다. 특히, Product Based Learning의 

AI-Hackathon(80시간)에서는 SK텔레콤 각 부서에서 제안하는 제픔

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SK텔레콤 AI 개발자들이 멘토로 

참여한다.

III. SKT FLYAI 교육생 분석 

SKT FLYAI 교육생 모집은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2주(2022. 5/11~5/24)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167명이 지원하였다.교육생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 및 코딩 

테스트를 통하여 그림3과 같이 최종 52명을 선발하였다.

Fig. 3. SKT FLYAI 교육생 분포

그림 3의 교육생 분포를 살펴보면 4학년 재학생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석사 재학생 8명, 3학년 재학생 5명, 학사학위 소지자 

2명순이다. 또한 교육생의 전공분포는 이공계 39명(75%), SW 전공자 

11명(21%), 비전공자 2명(4%)순이다.

IV.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SK텔레콤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FLYAI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Project 

Based Learning(272시간)과 Product Based Learning(128시간)으

로 구성하여 총 400시간을 교육한다. 특히 Product Based Learning의 

AI-Hackathon(80시간)에서는 SK텔레콤 각 부서에서 제안하는 제픔

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SK텔레콤 AI 개발자들이 멘토로 

참여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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