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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놓고 홍보하기 : 애자일소다

2) 발표자

3) 경험담.. 들어는 드릴께

4) 결론

목차



1) 대놓고 홍보하기 : 애자일소다

-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

- 철학이 뭔가요?

2) 발표자

3) 경험담.. 들어는 드릴께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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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애자일소다? 
뭐하는 회사인가요??



A : AI 회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분석해주고



모델링해주는 컨설팅 회사가
아닙니다.



Agile Software 
Defined AI



Agile Software
Defined AI



Fast Digital Transformation



Able to Optimal Making Decision



Q : 애자일소다? 
철학이 무엇인가요?



A : Everyone’s AI



모두를 위한 AI 입니다.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자일소다는

항상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 회사가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agilesoda.ai 를 쳐보세요.



홍 보 끝!



이제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대놓고 홍보하기 : 애자일소다

2) 발표자

3) 경험담.. 들어는 드릴께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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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그런데 누구시죠?



A :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2017.01 ~ 현재 AI알고리즘연구팀 알고리즘 개발 +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명

대용량 데이터분석환경 개발 (스파크 엔진 기반) 모 카드사 EDC중복매출 선별 강화학습 모형개발 컨설팅 프로젝트

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한 신용평가 Pilot모형 개발 밧데리 공정 이미지 품질 판정 모형 개발

강화학습 및 딥러닝 기반 텐서플로우 엔진연구 수율 예측 알고리즘 튜닝

증권 시세 예측 알고리즘 개발 프로젝트 애자일소다 BakingSoDA-강화학습 알고리즘 패키지 개발 프로젝트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100% 

(약간의 뻥을 보탠)
실화입니다.



경험담.. 들어는 드릴게



1) 대놓고 홍보하기 : 애자일소다

2) 발표자

3) 경험담.. 들어는 드릴께

- 알고리즘 개발하면서

-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면서

- 기술 영업을 하면서

- 공부해서 남들에게 퍼주기

4) 결론

목차



알고리즘 개발을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알고리즘 개발을 하면서



나란사람.연구팀.제안작업

알고리즘 개발을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알고리즘 개발을 하면서



제한사항.팀원.질투폭발

알고리즘 개발을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알고리즘 개발을 하면서



자존심.의견충돌.다툼

알고리즘 개발을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알고리즘 개발을 하면서



관찰.반성.인정

알고리즘 개발을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알고리즘 개발을 하면서



현재상태
집중

새로운걸 찾아서

알고리즘 개발을 하면서



Q : 화자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1. 타인을 인정하는 자세

2.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3. 감정 컨트롤도 개인의 능력

알고리즘 개발을 하면서



분석프로젝트를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분석프로젝트를 하면서



나혼자.PoC.분석및모델링

분석프로젝트를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분석프로젝트를 하면서



순조로움.결과.최선의노력

분석프로젝트를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분석프로젝트를 하면서



실망.망각.지나침

분석프로젝트를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분석프로젝트를 하면서



질책.반성.깨달음

분석프로젝트를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분석프로젝트를 하면서



돌파구.노력.공유생활화

분석프로젝트를 하면서



Q : 화자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1. 요구사항은 정확하게 파악할 것

2. 확인 그리고 또 확인!

3. 솔직한 태도

분석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술영업을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기술영업을 하면서



대표님 : 요새 뭐하니?

나 : 저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 그래? 그럼 나 하나만 부탁하자.

기술영업을 하면서



대표님 : H2O사에서 만든

Driverless AI의 내용을

설명해야하는데 너가 적격인거 같아.

기술영업을 하면서



나 :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술영업을 하면서



그때부터였어요…
영업에도 발을 들여놓게된게...

기술영업을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기술영업을 하면서



WHY.문제점.자료구성

기술영업을 하면서



자료만들기.과정.의외로즐거움

기술영업을 하면서



자료만들기.과정.의외로즐거움

기술영업을 하면서



자료만들기.과정.의외로즐거움

기술영업을 하면서



자료만들기.과정.의외로즐거움

기술영업을 하면서



자료만들기.과정.의외로즐거움

기술영업을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기술영업을 하면서



발표.긴장감.욕심

기술영업을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기술영업을 하면서



좋은느낌.질문.디펜스

기술영업을 하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기술영업을 하면서



아쉬움. 그리고 아쉬움.

기술영업을 하면서



Q : 화자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1. 가끔은 다른 일을 해보기

2. 어차피 해야한다면 즐겨보기

기술영업을 하면서



공부해서 남들에게 퍼주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해서 남들에게 퍼주기



공부해서 남에게 주냐?
다 너의 것이 되니까 공부하렴!

공부해서 남들에게 퍼주기



그런데 공부해서 남들에게 퍼주면
안되는 걸까요?

공부해서 남들에게 퍼주기



오히려 남들에게 퍼줘봐야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공부해서 남들에게 퍼주기



H2O 소개 및 간단한 사용법 자료 만들기

공부해서 남들에게 퍼주기



R과 H2O를 활용한 머신러닝 분석사례 강의중

공부해서 남들에게 퍼주기



R로 구현해보는 2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는 Neural Network

공부해서 남들에게 퍼주기



R에서 Tensorflow 사용해보기

공부해서 남들에게 퍼주기



Q : 그럼 이렇게 해서
얻는게 있나요?



A : 얻는게 없을 수 있으나
적어도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글 작성했다고 가정

공부해서 남들에게 퍼주기



1)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기다리면서 다른 그룹 및 사람들에게 따로 물어보기

2) 좋아요 및 공유수가 증가한다면?
➔나와 같은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 있거나 게시한 글의 내용이 좋다는

의미

3) 댓글이 있는 경우
➔ (1) 오류 등의 수정사항을 말함

➔ 더 자세히 파고들거나 그 상태로 해결가능
➔ (2) 또 다른 질문들이 나옴

➔ 생각지도 못한 것이 발견되어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음

공부해서 남들에게 퍼주기



1) 대놓고 홍보하기 : 애자일소다

2) 발표자

3) 경험담.. 들어는 드릴께

4) 결론

- 철학이 뭔가요?

목차



결 론



Q & A



제가 다니는 회사든
머신러닝이든 분석이든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위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일주일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byung2070@gmail.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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