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입학식 축사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천재능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인천재능대학교의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은 지난 몇달동안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고 도움울 주어야 할까를 깊이 고심하고 준비하고 있었습
니다. 여러분을 교정과 수업에서 만난다는 것이 매우 흥분됩니다. 코로
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대학은 어떤 상황이 되더
라도 이를 극복해 나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재능대학교는 지난 50년간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사학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산업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재능대학교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큰 변화를 추구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좋은 대학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교육과정과 체제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천재능대학교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기가 우리의 생활, 산업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처럼, 이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슬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과 일터를 완전히 바꿔 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업무는 자동
화 되어서 모두 기계가 처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꼭 해야하는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는 계속 생겨 날 것입니다. 그 일자리는 인
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지식 자체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방법, 즉
정보의 분석과 창조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
다. 여러분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어떤 직업울
갖던지, 어떤 업무를 하던지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재능대학교는 모든 학과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교육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전공
을 하든지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게 될 것 입니다. 우리 대학
은 글로벌 기업인 인텔로부터 “AI for Future Work”이라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성격에 따라 6시간부터 256시간까지 교육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교수님들 상당수가 인공지능 교육자
자격증을 받을 것이며, 이 분들에게 교육 받은 여러분은 그 수업 시간
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인공지능의 어깨 위에 서서 멀리 미래 세상을 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
다. 멀리 보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빠르게 변하는 학문
과 기술을 계속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를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지를 바탕으로 인천재능대학교에서 수학하는 동안이 여러분의 100년
생애에서 가장 보람차고 소중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람들에는 크고 작은 사랑을 베풀면서

또 주위 사

많은 친구를 사귀며, 다양한 경

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재능대학교는 신입생 여러분이 꿈을 꾸고 미래를 열 수 있는 배움
의 터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교수, 직원들은 여러분
들이 기술 능력과 함께 고매한 인격도 갖춘 인재로 상장하기를 성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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