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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인공지능



모두의연구소

Artistic Style



Prisma

모두의연구소



Image Translation

모두의연구소



Deep Fake

https://www.kdnuggets.com/2018/03/exploring-deepfakes.html

모두의연구소

https://www.kdnuggets.com/2018/03/exploring-deepfakes.html


모두의연구소

Image Coloring

http://paintschainer.preferred.tech/

http://paintschainer.preferred.tech/


Image Coloring

cGAN-based Manga Colorization Using a Single Training Image, https://arxiv.org/pdf/1706.06918.pdf

모두의연구소

https://arxiv.org/pdf/1706.06918.pdf


TikTok Manga Filter

모두의연구소



빠른 기술의 발전
왜 때문이죠?



해외 유수의 대학과 기업은

다양한 기술의 확대에 기여 중

`

지식 공유 소셜 서비스

논문 공유 서비스

소스 코드 공유

공유 문화의 형성

→ 빠른 기술 발전



그렇다면, 우리의 대학과 기업은?

경쟁적 대학입시
공유문화는 없다

대학의 경쟁력 상실
늘어나는 격차

졸업/취업이 목표
그리고 다시 경쟁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하자!

모두의연구소



하고싶은 연구주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연구실을 만들 수 있고

재밌어 보이는 연구실을 찾았다면
누구나 연구실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 모여 함께 연구하는
세상에 없던

단 하나의 열린 연구소



돈을 받으면서 하는 연구가 아닌
돈을 내면서 하는 연구

“그걸 왜 하겠어”



연구실 60개 돌파 연구원 500명 돌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

500



이들을 이끄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열정”
하고싶은 연구를 한다



“꾸준함”
꾸준함은 순간의 열정보다 강하다.



“상생”
모두의연구소는 경쟁이 아닌 상생의 힘을 믿습니다.



어느덧 스타트업이 두개



최고의 AI 국제학회에서 발표도하고

Neur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는 현재 ‘ICML‘, ‘ICLR‘*과 함께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학회



세계 대회에도참가하고

OpenAI Retro Contest LivDet 2017 KITTI 



시나브로9권의책이…



MODUCON AI 컨퍼런스도 열고
http://moducon.kr/

http://moducon.kr/2018/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모두연이 하는 일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연구실

http://pay.modulabs.co.kr/

http://pay.modulabs.co.kr/


하고싶다 ≠ 할줄안다

할 줄 모르다 보니 자꾸 스터디 모임이…



http://home.modulabs.co.kr/

http://home.modulabs.co.kr/


http://home.modulabs.co.kr/

5개과정→35개과정

http://home.modulabs.co.kr/


스스로늘어나는과정들

왜일까요?



풀잎스쿨
만족도조사



Flipped Learning
방식은도움이되었나?



주당사전학습량



AI College

http://aic.yangjaehub.com/

http://aic.yangjaehub.com/


돈을 쓰면서가 아닌, 
돈을 벌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Gap Year 프로그램

Meani.mo
(Ver 2.0 커밍 순)



Research 2.0



Research 2.0 
: AI City Challenge



이제는

이러한 교육문화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를 고민할 시기



많은 교육기관들은 매우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AI 교육을 받을 수 있으려면? 



초등학교 1:10
서울대학교 1:8
모두의연구소 1:33

1:100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돈이 아니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좋은 강사님은 6개월 수업을 할 수 없어요



인공지능 공부, 뭘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만 했더니 실제 문제를 못 풀겠어요..





강사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노드

하고싶은 분야를 찾을 수 있는 학습과정

실전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 하루하루



나에게 맞는 분야는 무엇일까?

부족한 기초를 채워보자!!

이제 심화 과정으로!!

실전 프로젝트를 풀어보자

Computer Vis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IFFEL 학습 생태계



AIFFEL 학습 생태계

EXPLORE(전반기 과정) : 프로젝트를 통한 기초 다지기

세부분야 주요내용 노드

딥러닝 첫걸음 기본적 딥러닝 모델 2

데이터분석 시계열, 이상감지, 캐글, 추천시스템 7

컴퓨터비전 이미지분류, 모바일, OCR, 객체인식 등 9

자연어처리 텍스트분류, 생성, 요약, 번역, 챗봇 등 8

생성형모델 GAN, style transfer 4

세부분야 주요내용 노드

파이썬프로그래밍 문법 기초/심화, OS, DB와 웹앱 10

데이터분석 데이터전처리, 시각화, 빅데이터 10

수학과 확률통계 확률통계, 선형대수, ML기초수학 8

머신러닝 기초 ML 알고리즘, 딥러닝 기본원리 12

30개의 실전형 프로젝트Exploration Stage 40개의 기초이론 다지기Fundamentals Stage



AIFFEL 학습 생태계

VOYAGE(후반기과정) : 전문가를 향한 분야별 심화학습

10가지 심화주제로 구성Going Deeper Stage

CNN 백본구조 상세 분석과 다양한 활용

Detection과 Segmentation 을 통한 OCR 마스터

Face, eye, pose 고급 detection 기법 마스터

컴퓨터비전
트랙

텍스트 전처리와 임베딩 기법

Transformer 기반의 번역기와 챗봇 제작

BERT 등 최신 pretrained model 활용

자연어처리
트랙

3가지 개인/팀 프로젝트Canvas Stage

프로젝트 1.

교내
캐글 대회

프로젝트 2.

관심연구
주제 PoC

프로젝트 3.

장기
팀프로젝트



AIFFEL 학습 노드

진행중인 과정

실전 프로젝트

스스로 학습
가능한 친절한
학습노드



AIFFEL 학습 노드

학습노드내에서 코드 실행

실시간 실행 결과 확인

확인을 위한 퀴즈 제출



AIFFEL 풀잎스쿨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방식의 수업인 풀잎스쿨은 양방향 학습과 집단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풀잎스쿨 : Flipped Learning을통한함께자라기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방식의 수업인 풀잎스쿨은 양방향 학습과 집단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AIFFEL 풀잎스쿨



AIFFEL대전

모집기간 : 

교육기간 : 

모집인원 :

교육장소 : 

지원자격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2020년 1월 1일 기준 민법상 성인 또는 2020년 3월1일 기준 고졸 이상의 학력

프로그래밍, 수학/통계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대해 기본기를 갖춘 자

풀타임으로 참여 가능한 AI 관련분야 취업 및 이직 준비자

60명

2020년 12월 28일 ~ 6월 20일

현재 ~ 11월 29일 자정 (aiffel.io)

AIFFEL 대전캠퍼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FFEL대전



AIFFEL 졸업 후에는?

미니모

Research 2.0

AI분야 취업연계AIFFEL 코치

컨텐츠
크리에이터

모두의연구소는 ‘상생’을 통한 학습의 선순환을 믿습니다



2015년 모두연의 Wifi PW는

‘Save the hell chosun’



헬조선을 행복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분상승의 도구로서의 교육이 아닌



더불어 사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



서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경쟁에서 이긴다고, 

행복할까요?



2020년 모두연의 Wifi PW는

‘From MODULABS
import future’



경쟁이 아닌 상생의 힘을 믿는 모두의연구소

교육으로 이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의연구소
AIFFEL 교장 이지석
Jisuk.jay.lee@modula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