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FEL SSAC: 6개월 안에 지속
성장하는 AI 개발자가 되자!

AIFFEL(아이펠) SSAC(싹)과 만나다!
싹(SSAC, Seoul Software Academy Cluster)이란?
서울시와 SBA가 SW전문 인력의 양성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새롭게 서
남권 지역에 캠퍼스를 조성하였습니다.
싹(SSAC)은 SW인재의 ‘싹’을 틔우고 성장시켜 ‘SW개발자로 데뷔’할 수
있는 교육브랜드입니다.

우리 함께 즐겁게 AI Deep DIVE!
AI 전문가를 위한 당신의 첫 선택.
세상을 변화시킬 당신의 첫 혁신!
AI 혁신학교 AIFFEL에 지원하세요.

AIFFEL 지원하러가기

AIFFEL : 우리 함께 즐겁게 AI Deep DIVE!

취업, 그 이상의 목표를 갖고
AI 전문가로 제대로 성장하고 싶다면?
기본적인 기술 코딩 실력 뿐만이 아니라
논리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스스로 문제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AI혁신학교 AIFFEL에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에 필수적인
소프트 스킬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요.
기업연계 실전 프로젝트 해커톤으로 실무 역량 강화
더이상 외롭게 혼자 공부하지 않아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밀어주고 끌어주는 동료들과의 토론 학습
모르는 것이 나와도, 이제 스스로 해결 할 줄 알아요.
먼저 학습해 본 선배 '퍼실리테이터'가 이끌어주는 자기주도적 성장 습관 만들기
공부하는 것도 게임하는 것 처럼 즐겁게 배워요.
Gamification을 활용한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매일 Level Up 되는 즐거움
6개월동안 실무중심 집중교육을 통해
지속 성장하는 AI 개발자가 되어보세요.
선지원, 후고민!

교육 혜택 및 교육 방식

교육비 무료
SBA(서울산업진흥원) SSAC 과정

스터디 학습 지원
내가 하고 싶은 스터디 나와 생각이

으로, 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지역'일 경

같은 동료와 함께 스터디도 하고, 매달

우 전액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활동 내역에 따라 스터디장에게 25만
원을 지원 합니다.

pre-school 진행
개강 전, 기초지식이 없어 미리 공부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pre-

다양한 세미나 지원

school(입학 전 교육)을 무료로 진행 합

협력기업 부터 AIFFEL 선배들까지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및 취업 특강, 모

니다.

두의연구소 소장님의 번개같은 벙개특

모두연 X 네이버 커넥트 코칭스터디 수

강까지 다양한 특강도 지원 합니다.

료 시, 서류 심사 생략 후 프리스쿨
pass

자체 개발 LMS를 통한 레
벨 달성 교육
매일 개별 프로젝트 노드와 각 스텝

교강사 없는 교육 : 퍼실리
테이터
4~50명을 1명의 강사가 teaching
하는 기존 방식보다 자기주도학습에

별로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면 다음 단

어려운 부분, 부족한 부분을 돕는 퍼실

계로 넘어갈 수 없는 레벨 제도를 통한

리테이터를 교육생 10여명당 1명씩 배

학습 독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치합니다.

실무 프로젝트
참여기업 주제 또는 팀별 자유주제
로 프로젝트 설계부터 구현까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Career Planner와
함께
AIFFEL엔 여러분의 장점과 AIFFEL
의 경험을 통한 스킬에 따른 맞춤 취업
지원을 도와 드립니다.
취업전담 인력인 Career Planner(취업
담당자)가 따로 상주 합니다.
AIFFEL을 통한 차별화된 역량강화와
AIFFEL Career Planner와 함께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AI 혁신학교 AIFFEL 커리큘럼

•

Exploration Stage : 다양한 머신러닝/딥러닝 기술 습득
인공지능의 거의 대부분의 분야를 구성된 코드를 체험 해 가며 본인의 분야를 찾
아 갑니다.
단순 체험 뿐 만이 아니라 함께 구성된 프로젝트를 통해 실전 문제들을 경험 합니
다.

•

Fundamentals Stage :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기본 지식 향상
인공지능의 이론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학습 합니다.
단순히 Python 코딩법이나 Deep Learning 이론 뿐 만이 아니라 OS에 대한 이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법 등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실무 중심의 이론 학습이
진행됩니다.

•

Going Deeper Stage : 심화된 머신러닝/딥러닝 기술 향상
컴퓨터비전(CV)과 자연어처리(NLP) 분야에 관한 깊은 지식과 구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스테이지가 진행됩니다.

•

Hackathon1,2,3 & Mini Hackathon : 개인/팀별 프로젝트
본 과정의 구성된 해커톤을 진행하며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및 팀워크를 위한 커뮤
니케이션 배양할 수 있습니다.

•

풀잎스쿨(Flipped School) : Fliped Learning 토론 중심 스터디
'모두의연구소'의 풀잎스쿨은 3년간 250개 이상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프
로그램으로 AI 혁신학교 AIFFEL에 도입하여, 거꾸로 학습 방식의 수업인 풀잎스
쿨을 통해 양방향 학습과 집단지성의 힘으로 인공지능 및 개발자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선발 과정
지원서 작성 → 기초 테스트 → 토론 면접→ 합격자 발표 → pre-school →
교육 시작!

지원서 작성 | ~21년 8월 23일 24시까지
[지원하기 링크]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해 주세요.
모두의연구소 X 네이버 커넥트재단 코칭스터디 수료 시, 서류 통과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1년 8월 24일 18시
지원하기 홈페이지에서 결과 발표를 확인하세요.

기초(코딩) 테스트 | 21년 8월 26~27일
상세 일정은 서류합격자에 한해 링크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토론 면접 | 2021년 8월 30일 ~
서류합격자에 한 해, 토론면접 자료를 전송해 드립니다.
(토론면접은 지원자 4-5명이 함께 토론을 통해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년 9월 3일(금) 18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시작 | 2021년 9월 6일 (월)

본 훈련 과정은 '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시'여야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참여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AIFFEL 지원하러가기

AIFFEL SSAC은
AIFFEL SSAC은 다양한 협력 기업과 함께해요!

•
•

다양한 협력 기업 프로젝트가 학기 후반에 진행돼요
협력 기업 실무자(데이터 분석가, 머신러닝 엔지니어 등) 만남, 멘토링 등 기회가
있어요

•

다양한 분야의 협력 기업과 함께 실무 연관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중심 인재로 성
장 가능해요

AIFFEL SSAC 왜 수강 해야 하나요?

•

AIFFEL SSAC에서는 AI 스타트업 및 관련 기업과의 교류하며 실무 역량을 향상
할 수 있습니다.

•
•

양질의 스타트업 등과 함께하는 협력 기업 프로젝트가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

우수 졸업생의 경우 협력 기업 인턴 및 채용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우대 예정입
니다.

•

일자리 매칭데이를 주최해 학기 내 진행 된 프로젝트 발표, 현장면접/채용이 이뤄
집니다.

과정 중 협력 기업 실무자(데이터 분석가, 머신러닝 엔지니어 등) 만남, 멘토링 등
진행 됩니다.

AIFFEL SSAC은 타 인공지능 교육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래도 지원이 망설여지나요?
여러분들이 품고 계실 다채로운 궁금증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시간으로 온라인 실시간 모집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모집설명회는 YOUTUBE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 됩니다.

모집설명회 알림받기

강남,양재,인천 모집설명회 다시보기
(위 화살표

를 누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FFEL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픈카톡방에서 궁금증도 풀고 함께 소통해요

오픈카톡방 들어가기

AIFFEL SSAC 과정 일정

일정: 2021년 9월 6일 ~ 2022년 03월 07일 (총 6개월 840시간)
시간: 매일(평일) 09:30 ~ 17:30, 주말/공휴일 제외
정원: 40명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30 106동 싹(SSAC) 영등포캠퍼스

언론 속 AIFFEL
모두의연구소가 만든 AI 혁신학교 AIFFEL
AIFFEL은 상생의 힘을 믿습니다.
모두의연구소,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과정 'SSAC X AI…
자립형 연구소 ㈜모두의연구소에서 실무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
습하는 AI혁신학교 &#39;SSAC X AIFFEL&#39; 교육생을 모집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

개발자로 취업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AI 혁신학교 AIFFEL의 교육 | 안녕하세요~ AI 혁신학교
AIFFEL(아이펠) 교장 이지석입니다. "AIFFEL 졸업하면 취업되나
https://brunch.co.kr/@modulabs/6

"열린 인공지능 교육으로 AI 개발자 문턱 낮추겠다"...…
인공지능(AI)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열린 학교 아이펠
(AIFEEL). 이곳은 모두의연구소에서 AI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

쏘카-모두의연구소, 데이터 분석·AI 전문가 양성 협력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쏘카는 모두의연구소와 데이터 분석
과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

"하고 싶은 연구만 하고 배우고 싶은 공부만 한다"...김…
하고 싶은 연구만 골라서 하는 연구소가 있다. 성과와 프로젝트
압박이 없다. 지도교수도 없다. 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연구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

AIFFEL 1기 수강후기

AIFFEL 1기의 프로젝트 결과물 영상 보기
(아래 화살표

를 누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CAR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취업한 전하림님의 프로젝트 발표
음식 이미지 인식, 분류 연구 및 MLOPs 퍼블리싱 프로젝트 데모영상
글을 요약해주는 서비스, 누구나 쉽게 "한글" 요약 웹페이지 구현 프로젝트 데모
영상

AIFFEL SSAC과 함께 성장하기
AIFFEL 지원하러가기

문의하기
jiyeong.park@modula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