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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모두의연구소 브랜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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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곳은 학교가 아니다.

그렇다고 대학원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연구소도 아니다.

그러나 이곳은 공부하는 곳이다.

함께 고민하며 연구하는 곳이다.

아울러 상생과 성장을 배우는 곳이다.

이곳은 경쟁하지 않는다.

그대신 함께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더 좋은 세상이다.

우리는 기존의 교육을 바꾸려 한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고자 한다.

이 책은 그러한 모두의 노력을 담은 작은 기록이다.

INTRO





PROLOGUE



모두의연구소(이하 모두연)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학교는 아니에요. 모두연은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대학원이나 기업에서  

만든 그런 연구소는 아닙니다. 모두연은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연구소입니다.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

으면 언제든 찾아가 함께 토론하며 연구를 하면 되는 

곳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곳이기 때문

이죠. 그래서 낯설고,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

습니다. 모두연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보다 어떤 점

이 특별한지 이야기 하면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배움은 선생님으로부터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 교실의 모습이 1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교실 안의 학생들은 똑같

은 지식을 주입받으며 배웁니다. 모두를 똑같은 기준

으로 평가합니다. 이상하게도 배우면 배울수록 각자

의 독특함은 사라지고, 남들이 제시한 길을 정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모두연에는 교수나 선생님이 따로 없습니다. 말 그

대로 탐구해보고 싶은 주제를 함께 연구하고 배우는 

곳이죠. 상대평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연구와 학

습을 진행하죠. 도대체 그게 가능하냐고요? 물론 가능

합니다. 2015년 8월, 강남에 처음으로 연구소가 만들

어진 이래, 모두연이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죠. 모두연은 기존의 교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학과 대학원을 대체하려는 작은 발걸

음입니다. 그래서 학위도 없고, 지도교수도 없고, 상대

평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연은 교육을 통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원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두연은 세상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이 가능 

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죠. 새로운 교육과  

연구 문화를 개발하고 전파하기를 바래요. 이 책은 이

런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모두연 사람들에 관한 이야

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일하는지, 어떤 세상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이제 모두연의 탄생과 성장, 상상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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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는 서머힐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중 한 무리의 아이들은 숲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새와 동물, 곤충들을 만나거나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계곡에서 잡은 가재를 보며 생각하죠. 가재는 왜 이렇게  

두 발이 큰 걸까? 다리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이지? 물속에서 숨은 어떻게 쉬

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쯤 학생들은 비로소 학교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질문하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도서관으로 가라’는 것입

니다. 거기서 직접 책을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모두연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다만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학생이 아닌 직장인의 고민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

죠. 모두연에게 있어 ‘연구’는 학위나 취업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찾은 ‘Why’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학습하는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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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석

모두의연구소 교육생태계(AIFFEL) 프로덕트 매니저 

모두의연구소가 시작된 2015년부터 외부 연구원으로 다양한 연구를 함께 했다.  
2020년부터 모두의연구소에서 AI혁신학교 아이펠(AIFFEL)의 교장쌤으로  
‘상생하는 AI 학습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

STORY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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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유명한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막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저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모두연의 교육 방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교육이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학습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학습은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모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교육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생님 당 학생 수와 같은 교육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근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질문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의 다양성을 펼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교육을

어쩔 수 없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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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부를 잘하면 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명 셰프, 이종 격투기 선수,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수 많은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모르면 기존의 교육 방식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해 굉장히 아주 심플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아는 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나누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식에 겁먹지 않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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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친구들에게 설명을 잘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눔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글로벌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생각이 분명한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에 겁먹지 않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러닝 커브＊ 자체를 올려야 합니다.

학습은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반 지식이 튼튼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두연과 같은 남다른 교육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
러닝 커브(Learning Curve)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 대비 학습 성취도를  
의미한다. 기울기가 가파른  
러닝 커브를 지닌 사람일수록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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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아는 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나누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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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인

뉴다이브 개발기획이사, 전 모두의연구소 개발길드장

KAIST 소프트웨어전문가 과정으로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간 개발자 겸 PM으로 
일하다가, 모두의연구소의 자연어처리 연구원, 강화학습 랩짱을 거쳐 3년간 AI교육 
플랫폼 아이펠(AIFFEL)의 개발과 콘텐츠 제작을 주관하였다. 현재는 뉴다이브에서  
자폐/발달장애인을 돕는 디지털 솔루션에 AI를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중이다.

사람들을 만나다STORY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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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는 공을 차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축구의 역사나 축구공에  
관한 공부는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2019년 8월, 대표님이 아이펠을 만들어보자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질문했습니다.

모두연이 굳이 교육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교육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비싸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문적인 교육이다 보니 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인건비도 비싸고 콘텐츠 만드는 비용도 비싸죠.

기술이 원체 빨리 발전하다 보니 업데이트에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단 강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강의를 통해 

주입식 교육을 하는 20세기 교육을 해야 해요.

강사에 의존하는 순간 고비용 구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모두연이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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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은 나름의 독특한 성장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연은 한 마디로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방식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연을 만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를 시스템화하고 콘텐츠화하면 강사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자전거를 책으로 배우고 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모두연은 고민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배우듯 AI를 배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축구는 공을 차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축구의 역사나 축구공에 관한 공부는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딥러닝의 원리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코딩을 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가르쳐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구글, 카카오, LG전자 등 다양한 소속의 크리에이터가 함께 모여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모두연이 커뮤니티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의 구구단과 같은 0에서 9까지의 숫자 분류부터  

가르쳤어요. 가위바위보를 통해 딥러닝의 기초를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아도 도전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딥러닝과 신경망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핵심 원리를 한 라인, 한 라인 다시 복습했어요.

내가 성장한 만큼 누군가를 리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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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모두연은 대학원 교과 과정으로도 손색없는 콘텐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원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결과입니다.

자신의 연구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커뮤니티 안에서 지식을 주고받습니다.

어려운 지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커뮤니티 안의 인간관계가 주는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검증된 동료를 만납니다.

내가 성장한 만큼 누군가를 리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인 딜레마와 고민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끈끈한 커뮤니티 

였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아이펠 역시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과  

공유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전히 경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선의를 잘 믿지 못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자선이나 기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통해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과 공유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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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채

카이스트 경영공학 박사과정 

배움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신념으로, 스타트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했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조우하다

STORY
03

모두연은 한 마디로 ‘찐’들이 남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당장의 실력보다 계속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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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쯤, 모두연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개발자들이 모두연에 관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원래 마케팅 공부를 했었습니다.

경제학과 통계학을 바탕으로 계량적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기업 경영을 서포트하는 IT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데이터를 얻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방대한 데이터 때문에 연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이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데이터에서 경영의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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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처럼 모두연에 온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딥 러닝을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현업에서 더 일을 잘하기 위해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모두연 같은 곳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은 한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만 힘을 쏟았지요.

하지만 모두연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양방향, 다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모두연을 생각하면 ‘성장’이라는 단어와 ‘커뮤니티’가 떠올라요.
한 마디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커뮤니티인 셈이죠.

보통의 학원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빨리 나가셨어요.

그 대신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남으셨습니다.

저처럼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만나고 싶은 분들이셨죠.

그 과정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공 지능이나 기계 학습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죠.

물론 AI 학습을 시작한지 6개월 만에 엄청난 고급 엔지니어가  

되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가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를 알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모두연은 한 마디로 ‘찐’들이 남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당장의 실력보다 계속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죠.

순수한 공부를 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라 관심의 순도가 높다고  

할까요? 이곳은 목적이 승진이나 연봉이 전부가 아닌 곳이에요.

정말 공부가 즐거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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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승진이나 취업이 전부인 분들에겐 힘든 곳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순수한 공부의 결과로 취업과 인맥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함께 공부하다 보면 단단한 연대 의식이 만들어져요.

모두연은 무엇보다 자발적인 학습 의지가 필요한 곳이에요.

AI학교 아이펠에서는 퍼실이(AI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술적 

조언을 전하는 퍼실레이터)가 있지만 억지로 끌고 가서 공부하는  

곳은 아니니까요. 한 마디로 함께 공부하지만 그래서 더 주도적인 

학습 의지가 필요합니다.

모두연을 생각하면 ‘성장’이라는 단어와 ‘커뮤니티’가 떠올라요.

한 마디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커뮤니티인 셈이죠.

지금은 있던 대학도 사라지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롤모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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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커뮤니티를 통해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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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규식

카카오 AI 엔지니어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카카오에서 
AI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강화학습 관련 페이스북 그룹인 Reinforcement 
Learning Korea의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니티 코리아에서 공인한  
유니티 전문가 그룹인 Unity Masters 3~5기로 활동했다.

연구와 상생의 공간이 

필요하세요?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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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흔히들 말하는 대치동 키드였어요.

마침 어머니도 작은 학원을 하셔서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의 학원 

스타일을 다 경험할 수 있었죠. 대치동 학원은 거의 공장 수준이에요.

한 반에 2~300여 명이 모여 강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받아 적죠.

애초에 질문이라는 게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대치동을 다니면서도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대치동이라는 이름이 가진  

브랜드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원에 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인 셈이었죠.

배울 수 있는 기관이 많아도 질문은 커녕 말도 하기 어려운 마음이 

불편한 곳이 대부분인데 모두연에서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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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은 자유로운 곳이에요.
마음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나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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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은 자유로운 곳이에요.

마음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나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죠.

누가 뭘 못한다고 혼내는 사람도 없고 일정이 늦는다고  

뭐라 하지도 않죠. 그래서 뭔가 힐링 받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뭔가에 쫓기지 않고

기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죠.

모두연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효과적인 곳이라 생각해요.

어떤 분을 인공지능 업계에서 만났는데

모두연 출신이라고 하면 그냥 스스로 뭔가 하시는 분이고

열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유로운 학문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회사나 학교에서는 채우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더 많은 사람이  

이 연구와 상생의 광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모두연을 통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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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은 정말 달랐어요. 
서로 경쟁하는 사이도 아니고 
말 그대로 동반자니까요.

대학원에서 자동차 제어 관련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인공지능에 관심이 생겼는데

인공지능에 대해 더 알고 싶어도 전공이 달라서

대학원 내에서는 정보 교류가 어렵더라고요.

그때 친구 소개로 모두연을 알게 되었어요.

대학교도 대학원도, 그렇다고 학원도 아닌 곳이라니

신기하면서도 참여하기 전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분위기도 자유롭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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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는 진학과 취업을 위한 시험이 중요한 사회잖아요.

점수를 낼 수 없는 교육은 쓸데없는 경우가 많죠.

모르는 걸 질문할 때도 주변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질문이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모두연은 정말 달랐어요.

서로 경쟁하는 사이도 아니고 말 그대로 동반자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한 번에 지식을 확 넣어주는 게 누군가에겐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모두연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모두연에서의 교육은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곳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와 상생의 광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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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모두의연구소 리서치 디렉터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모두의연구소 외부 연구원으로 참여
하다가 모두연이 그리는 미래 모습에 빠져 2017년부터 모두의연구소 리서치 디렉터
로 일하고 있다. 교육 콘텐츠 기획/제작 및 리서치 수행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빅 픽쳐를 만나다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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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학교 박사 과정 중

딥러닝을 공부하는 곳을 찾다가 거기서 모두연을 만났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이상적인 가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의연구소를 만든 김승일 대표님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갖고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대표님께서 졸업 후 모두연에서 함께할 수 있는지 제안을 주셨고

2017년 모두의연구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연구소가 딥러닝 연구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기업을 위한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필요한 교안과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원했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모두를 위한 AI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AI 학교 아이펠(AIFFEL)이 만들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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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교육을 원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학교를 만들자 해서 아이펠이 만들어졌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놀이터라면

앞으로 광장으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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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와서 상향식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진입 장벽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광장의 입구를 넓히는 일을 커뮤니티를 통해 하려고 합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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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이상적인 가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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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연

위민후코드 운영진

미국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며 글로벌단체 위민후코드의 서울챕터 운영
진이다. 학문적 갈증 때문에 모두의연구소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고, 경쟁 중심의 
세상에서 상생을 추구하는 모두연의 미션이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것, 

그게 진짜 공부 아닐까요?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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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여대를 다니고 있어요. 컴퓨터 

과학과 영화 연극을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파이썬 트랙에서 

활발하고 활동 중이고 글로벌 단체의 네트워크 챕터에서 운영

진을 맡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영문 이력서 작성법에 관한 긴  

글을 써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댓글을 달아주

시면서 친구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두연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분위기가 상당히 자율적이에요. 제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심하면 교수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감일을 미루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자료 구조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런데 부족한 영어 때문에 문제를 잘 못 이해해서 틀린 답을 

적어 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강사님께 얘기 드렸더니 교수님께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그랬더니 흔쾌히 

다시 답을 써서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결국  

점수를 다시 얻을 수 있었어요. 아마 한국이라면 불가능한 일

이었을거에요.

Q. 

현재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Q. 

미국에서의 학교생활은  

어떠신가요?

Q. 

한국에서라면 쉽지 않은 일일 수

도 있겠네요. 공정한 경쟁이 중요

하다고 모두 생각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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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선형대수학이라는 수학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런

데 교수님을 보면 평가하거나 점수를 주기 위해 가르치신다기

보다는 정말 저희가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 가르치신다는 게 느껴져요. 격주로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틀린 문제는 다 맞힐 때까지 다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 교육은 한국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다만  

한국에선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

요. 문, 이과로 나누는 것도 이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정말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

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선 눈치 보느라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선 진도에 쫓겨서 질문을 못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배움에서도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자연히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모두연은 미션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처럼 경쟁적인 사회에서 지내다 보면 그 경쟁심이 내재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모두연은 다 같이 잘하자, 다 같이 

성공하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간절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

들의 간절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게 모두연에서 

배운 가장 큰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풀잎스쿨 두 개랑  

세미나에 참여한 게 전부지만,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는 

충분히 경험했던 것 같아요.

Q.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Q. 

한국 미국 두 곳에서 공부하셨습

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모두연에서의 연구원 생활은 

어떠셨나요?

Q. 

모두연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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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BS PROGRAM
모두연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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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COMMUNITY)

함께 공유하며 성장하는 열린 연구 광장

LAB

#모두의 연구실 
#엉뚱한실험도OK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 볼까?  

매주 같이 논문 읽으며 네트워킹을 

해볼까? 집단 지성의 힘으로 꾸준히 

연구 교류를 하는 연구실이에요.

풀잎스쿨

#스터디모임 
#모두연만의코스웍

딥러닝, 예술, 수학, 개발, UX...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 함께 토론하며 

성장하는 거꾸로 학습 기반 스터디 

모임이에요!

모두팝(MODUPOP) & 

모두콘(MODUCON)

#세미나  #모두의축제

매주 열리는 AI 오픈 세미나 모두팝과 

1년에 한번 모두연 연구원들이  

모두 모여 1년간의 연구성과를 발표

하는 연례 컨퍼런스 모두콘이 있어요.

페이퍼샵(PAPER SHOP)

#논문쓰는연구실

논문은 꼭 대학원을 가야만 쓸 수  

있을까요? 페이퍼샵에서 실력 있는  

동료들과 5개월 안에 논문을  

작성해 보세요!

코칭스터디

#전문가가함께하는 
#온라인스터디

6주 완성 스터디로 코딩과 AI에  

입문하고 싶다면! 코칭스터디에서 

현업 전문가의 코칭과 함께 온라인

으로 시작해보세요.

커넥트 프로그램

#취업 #창업 #진학

취업, 창업, 진학 등앞으로의 커리어가 

고민이신가요?  

모두연의 다채로운 협력 기업들과  

연구원들을 연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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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펠(AIFFEL)

일단 해보면서 배우는 모두를 위한 AI학교

AIFFEL Campus

#AI교육은아이펠  
#부트캠프그이상

6개월 동안 쉴 새 없이 만날 수  

있는 실무형 프로젝트들.  

동료와 함께 풀어나가다 보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하는 법까지 

알게 되요. 이제 서울 뿐 아니라  

전국의 아이펠 캠퍼스에서 만나요!

AIFFEL Biz

#맞춤형기업교육

AI 혁신학교의 우수한 교재를  

이제 기업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비전공자를 위한 Digital Trans-

formation 교육부터 AI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실무형 AI 프로젝트까지! 

AI 시대 Reskill과 Upskill 교육은 

아이펠 비즈가 책임집니다.

AIFFEL 내일배움클래스

#온라인학습플랫폼

내일배움카드를 보유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온라인 AI 학습 플랫폼 

이에요.

AIFFEL Jr. - AICOLAN 

#메타버스학습플랫폼

AI를 좀 더 재밌게 배우고 싶다면? 

메타버스에서 상호작용하며  

배우는 청소년 AI 학습 플랫폼  

아이코랜드를 탐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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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일한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놀다가 일하고  

일하다가 놀수 있어서

배움과 교류의 장
말 그대로 배우는 게 끝이 아니라  

교류하기에 너무 좋다

학교
즐기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교육기관
재밌으니까

동그라미
모두가 둥글게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느낌

인공지능 첫 시작에 좋은 과정
난이도별로 정보가 잘 나와서

ABOUT MODULABS(AIFFEL)

다양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좋았습니다.  

개발을 하면서도 서로 배울 것이 많았어요

새로운 진로를 알려준 계기
비전공자로 인공지능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연구원, 모두연(아이펠)을 말하다



인생의 전환점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6개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생활의 서막
입문자를 이끌어주기에 안성맞춤

인공지능 처음 접하기 좋음
처음 알게 된 게 너무 많음

인공지능 맛보기
다양한 인공지능을 맛볼 수 있었다

새로운 진로를 알려준 계기
비전공자로 인공지능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새로운 진로를 알려준 계기
비전공자로 인공지능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추억 즐거웠다

너무 빨리 지나간 6개월
살면서 가장 빨리 지나간 6개월이었어요. 

정신 차리니까 졸업이네요

쉽지 않지만 재밌었다
딥러닝이 처음이라 쉽진 않았지만  

배우면서 재밌었기 때문에

긴 듯 짧은 듯
6개월, 시간상 길었지만 

돌이켜보면 짧았던 듯

자기주도학습 끝판왕
LMS에 구성된 내용으로 개인이  

하기에 따라 충분히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56

MODULABS 
ECOLOGY PRINCIPLE
모두연 생태계를 위한 11개의 원칙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고 즐겁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광장을 만들고 가꾸는 역할을 한다.
상생과 성장이라는 가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다. 

모두연은 내부와 외부의 문화가 동일하다.
우리는 지식, 경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우리는 모두연 사람들의 ‘열정, 상생, 꾸준함’이라는 특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다.
꾸준함은 순간의 열정보다 강하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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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 생태학(MODULABS Ecology)’은 모두연 경영 활동에 기반이 되는 모두연의 가치와 철학을 의미한다.  

모두연 생태학은 규칙(Rule)이 아닌 가이드(Guide)이다. 모든 의사결정의 방향을 의미하지만 고정 불변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융통성 없이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철학을 지침으로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자율성을 갖는다.  

모두연 생태학을 숙지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효율을 높이고, 적절치 못한 소통에서 생기는 

혼란을 피한다. 모두연 생태학은 업무 방향에 대한 지도의 역할을 한다. 

모두연은 이익을 추구하되 성과를 우선시 하지 않는다.
성과를 위해 우리의 진정성을 버리지 않는다. 성과에 있어서 개인 혹은 팀 중심이 아닌,  
모두연 전사적 관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가역적인 업무는 많이 도전하고 실험해서 더 나은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의사결정은 신중하게 한다.
결정을 변경했다가 원복했을때 원래 상태와 비슷하게 돌아가면 가역적이다.

우리는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한다.
개인정보나 재무, 영업, 기술상 기밀이 유출되지 않는 한 의사소통의 결정 과정과 맥락을 공개한다.  
이슈, 궁금함, 추측을 업무채널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의무가 있어야 
한다. 모든 업무 소통을 DM이 아닌 팀채널에서 진행하되, 급한 일은 전화를 한다.

우리는 서로 업무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 = 역량(능력) × 정직성(진실성) × 선의 (모두연의 이익 우선시)이다.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역량, 정직, 선의를 모두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할 때 ‘why’를 항상 함께 전달 한다.
요청 및 의견에 대한 이유를 함께 얘기함으로써 생각에 대한 맥락을 듣는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 진행에 있어서 전체에 대한 스토리를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지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큰 그림에서 왜 이렇게 진행 해야만 하는지 그 맥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배려는 참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스스로 참으면서 마음에 쌓아 두는 것은 배려도, 
헌신적인 희생도 아니다. 

서비스의 품질에 최대한의 관심을 쏟는다.
여기에서 품질은 가장 단순한 것으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꽃 피우는 기술을 의미한다. ‘단순한가, 
단단한가, 단아한가’에 모두 Yes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4

5

6

7

8

9

10

11

57 1장  모두연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



Gardener 정원사
모두의연구소라는 커뮤니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운영자)예요.

아이펠이라는 정원에서 자라는 수많은 그루의 

나무(학생)들을 의미해요.

MODULABS GLOSSARY
모두연 용어 사전 

Grew 그루



모두의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공통으로 ‘연구원’이라 부르고 있어요.

Researcher 연구원

모두의 AI 학교 아이펠의 선생님들을 친근하게  

‘쌤’으로 부르고 있어요.

Ssam 담임쌤, 교장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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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지금 우리의 모습이 놀이터라면
앞으로 광장으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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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두연의 ‘오늘’에 관한 이야기

모두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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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타임스 스퀘어를 가본 적이 있나요? 미국 뉴욕 미드타운 맨해튼에  

있는 이 광장은 웨스트 42번가와 웨스트 7번가가 합쳐져 만난 세븐스  

에비뉴(Seventh Avenue)와 브로드웨이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로 ‘세계의 교차로’, ‘우주의 중심’,  

‘불야성의 거리’ 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말 타임스 스퀘어는 말 거래업자, 마구간, 마차 등으로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899년 오스카 헤머슈타인이 이곳에 최초로  

극장을 세우면서 브로드웨이의 공연문화가 시작되었죠. 그리고자 인근에 

공연장, 극장, 상점, 뉴스 가판대, 술집, 음식점 등이 집중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번화하고 분주한 번화가가 되었습니다.

모두연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곳도 이런 광장입니다. 다만 공연이나  

음식 대신 세상의 모든 연구 주제들이 모이는 그런 광장이죠.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식의 광장, 어떤가요? 우리의 

꿈을 들으니 설레지 않나요? 함께 이 광장을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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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육의 힘을  
느끼던 순간 

조해창

모두의연구소 아이펠 강남캠퍼스 퍼실

물리학 전공 후 인공지능에 관심이 생겨 아이펠을 참여했다. 현재 아이펠  
강남캠퍼스 퍼실로서 아이펠에서 배운 상생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있다.

STORY
06



2장 모두연의 ‘오늘’에 관한 이야기69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의 스킬이 없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비 지원 교육이라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참여해보니 아이펠의 교육 콘텐츠가 너무 좋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인데 재미도 있고, 체계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아이펠을 수료하고 풀잎스쿨을 연달아 수강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부하러 온 건데 레크리에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당장은 공부하러 왔는데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 언짢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들과 친해지고 나니 공부가 훨씬 재미있어지더군요.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교육이었어요.

사람마다 스타일도 지식도 다르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어요.

Learning by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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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업이 제안한 팀 프로젝트로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과제 내용을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스타트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스카우트를 제안하시더군요.

모두연 교육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콘텐츠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조차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좀 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교육 시작 몇 주 만에 우리는 모두 친해졌습니다.

모든 교육은 대화로 시작해 대화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해도 바로 답을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답의 질문을 찾기 위해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 답의 질문을 찾기 위해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he Joy Of LearningTogether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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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는 우리는 모두 달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오신 분도 계시고

대학원을 나온 뒤 회사 생활을 하다 오신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 다름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점이 모두연의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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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모두의연구소 연구생태계(Community) 프로덕트 매니저 

2018년 모두의연구소 커뮤니티 매니저로 조인하며 모두연 연구원분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을 하였다. 2022년 
현재는 Community PM으로 모두의연구소 연구생태계를 전체 리딩 하며 더 나은 
커뮤니티를 위해 끊임없이 관리, 개선을 진행 중이다.

모두연의 뿌리는  
커뮤니티입니다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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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 커뮤니티 팀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어요.

입사할 당시 모두연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죠.

모임 종료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거든요.

모두연에선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지식을 공유해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것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런 접점을 통해 모두연이 성장할 수 있던 것 같아요.

모두연에선 자발적인 창업의 욕구가 충족돼요.

공유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냥 남이 가르쳐주는 걸 배우기만 하는 게 편한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풀잎스쿨 안에서 경험과 지식을 나눴을 때 성장을 경험해요.

이게 모두연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모두연에선 자발적인 창업의 욕구가 충족돼요.
공유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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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특히 퍼실이 (풀잎스쿨 모임을 직접 기획하고 모임의 분위기를  

이끄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잘하세요.

다들 모를 것 같은 포인트를 집어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곤 하시죠.

그래서 숨어 있는 사람조차 무엇이든 한 마디라도 끌어내시죠.

모두연은 철저히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분을 채용할 때도 컬쳐 핏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죠.

하지만 모두연의 뿌리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모두연의 진짜 팬들이거든요.

이런 커뮤니티의 자산은 매출이 아니라 연구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모두연의 팬덤을 키우는 게 저희의 미션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모두연에선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지식을 공유해줘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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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가요?

전지은

싸이퍼롬 데이터 엔지니어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했다. 
아이펠의 함께 토론하며 배우는 교육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아이펠에 참여했다.  
현재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싸이퍼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 하고 있다. 

STORY
08



2장 모두연의 ‘오늘’에 관한 이야기77

서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해나가는 방식이 너무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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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이 설립한 AI학교 아이펠의 수업은 인터넷 강의랑  

확실히 다르다고 느꼈어요. 

서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해나가는 방식이 너무 좋았어요.

회사 일을 하면서 같이 공부 하는 문화나 분위기가 그리워지던 참이었거든요.

끊임없이 뭔가를 탐구해 나가는 것이

개발자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모두연은 그런 원하는 공부를 바로 스터디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모두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펠에서 공부하다 보니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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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배운 딥러닝,  
직업이 되다

이수진

웅진씽크빅 데이터 분석가(추천 시스템 개발)

웅진씽크빅에서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모두의연구소  
풀잎스쿨에서 자연어처리, 추천시스템 등의 주제로 4번의 퍼실리테이터를 담당
하였다. 현재 추천 시스템을 연구 주제로 대학원을 병행하면서 더욱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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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배운 딥러닝,  
직업이 되다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종이책이 아닌 태블릿으로 책을 읽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에듀테크 연구소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게 하고

스스로 책을 읽도록 유도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AI 기술 때문에 교육 업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입식 교육이 아닌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와 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첫 회사는 스타트업 회사였습니다.

원래는 백엔드 개발자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 기술을 배우고 싶어 찾은 곳이 바로 모두연이었습니다.

그때가 2018년 10월 무렵이었습니다.

지금은 딥러닝 기술이 지금 곳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얼굴 인식을 통해 체온을 측정하는 기계에서부터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도 딥러닝이 적용된 대표적인 서비스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딥러닝을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두연은 제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발보다 모두연에서의 연구가 훨씬 재미있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취미로 한번 배워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취미가 직업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개입해서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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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스쿨에서 첫 수업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딥러닝 기초반 입문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도 발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발표하니 공부가 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모두연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분 중에는 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보안업체 근무자도 계셨습니다.

연령대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절반 정도 진행되니 절반 정도가 나가시더군요.

아마도 회사 일과 병행하는 게 힘드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겐 모두연 수업이 너무 잘 맞았어요.

입시를 위한 고등학교 수업이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개입해서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모두연에 처음 왔을 땐 뭔가를 배우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풀잎스쿨을 마치고 나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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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여러 번 퍼실이(풀잎스쿨 모임을 직접 기획하고  

모임의 분위기를 이끄는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했죠.

갈피를 못 잡는 연구원들의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해결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모두연에서의 경험을 회사에 적용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서로 간에 논문이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연에서 가장 크게 배운 건 ‘공유’하려는 마음이에요..

한 마디로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지식 공유의 장인 셈이죠.

모두연에 처음 왔을 땐 뭔가를 배우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더군요.
뭔가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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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에서 가장 크게 배운 건 
‘공유’하려는 마음이에요.
한 마디로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지식 공유의 장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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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없이도  
성장할 수 있어요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누구나 연구실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연구소인 모두의연구소와 인공지능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두의 AI학교 아이펠(AIFFEL)을 설립하였다. 2021년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로 선정되었으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단의 이사로도 활동중이다.

STOR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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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때 대기업을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연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건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타민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을까?”

“과연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이런 호기심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곳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냉정한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제로 연구하고 싶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몇몇 페이스북 그룹에 이런 생각을 알리는 글을 썼습니다.

2015년 8월 10일,

오랫동안 꿈꾸던 연구소를 만들고 런칭 파티를 열었습니다.

연구소의 이름은 ‘모두의연구소’였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명 정도가 이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지인, 나머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곳을 찾아왔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모두연이 생각하는 행복은 원하는 것을 줄여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도와가며 지식을 나누며 늘려가는 행복을 꿈꿉니다.

SHARE 
VALUE,
GROW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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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주 첫 모임에는 15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모두연 이전에는 스터디 모임은 모두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부터 유료 모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2, 3년 동안 월급 한 푼 가져가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료 모임이었기에 어렵게 나마 유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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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지식을 공유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종종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모두연은 내 인생에서 정말 잘한 일 중 하나다.”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경쟁이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무얼 하든 경쟁합니다.

정치만 해도 진보와 보수로 뚜렷이 나뉩니다.

마치 세상이 0과 1로 만들어진 디지털 세상 같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입니다.

하지만 경쟁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저는 경쟁이란 나 자신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과 하는 건 상생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치열하게 경쟁하면 단기적인 성과는 나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그건 분명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소수의 성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0

다양성이란 매우 큰 힘입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연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1등과 2등,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순간 무조건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70점의 지식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두가 모든 영역에서 99점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마다 잘하는 게 따로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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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어느 날 EBS를 보다가 행복의 공식을 배웠습니다.

행복이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눈 것이라고 하더군요.

가진 것이 분자이고, 원하는 것이 분모입니다.

모두연이 생각하는 행복은 원하는 것을 줄여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도와가며 지식을 나누며 늘려가는 행복을 꿈꿉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랩을 잘할 수도 있고, 오토바이를 잘 탈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잘하는 게 따로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런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연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두연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의 방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원하는 것

가진 것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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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도 모두의연구소라는 커뮤니티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초보 스타트업 대표로서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죠.

그런데 과연 저만 그럴까?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로켓 업(Rocket UP)’ 이라는  

회사를 잘키우는 법을 연구하는 LAB을 만들었습니다.

혹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영화의 주인공은 어느 날 파리의 밤거리를 걷다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인 스코 피츠제럴드를  

만납니다. 헤밍웨이와 피카소를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음악과 문학과 미술을 논합니다.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살롱’이라고 부릅니다.

로켓 업 LAB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살롱과도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11주 동안 11명의 대표님들이 논의할 다양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직 문화, 인사, 재무, 마케팅, 투자 등이죠.

그렇게 같이 고민하는 와중에

함께 했던 멤버들이 투자받은 금액만 해도 400억에 달합니다.

저도 랩장으로 활동하면서 70억의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투자 받은 분이 3분이나 계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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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은 연구와 교육에 목마른 이들을 위한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는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모두연의 아이펠, 랩, 풀잎스쿨 등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답이 없는 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활동을 해봐야 어렴풋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함께 모여 소통하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

단순히 인공지능 연구나 기술의 배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쿨렐레 연주는 어떤가요? 캠핑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뮤지컬을 함께 보러 가는 모임은 어떤가요? 

모두연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의 방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이런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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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던 지식도, 
세상도 달라졌어요

김윤경

어센트코리아 마케팅본부장

인공지능을 전공한 컴퓨터 공학도로서 IT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비재, 헬스케어,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새로운 마케팅 혁신을 이끌어왔다. 아이펠 
수료 후 풀잎스쿨 및 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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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회사를 아예 풀 타임

으로 멈춘 다음에 전업으로 교육받기도 했어요. 강남 캠퍼스 

1기로 교육받았고, 그러다 아이펠 프로그램에 완전히 팬이 

됐어요.

하브루타 방식으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인공지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성공 경험이 쌓이니까  

좀 더 어려운 레벨의 프로그램까지 가능해지더라고요. 개발자 

로서 갖춰야 할 모든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었 

어요. 딥러닝 교육에 필요한 인공지능 과목을 아이펠에서 너무  

잘 배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모두연에서 퍼실로 일하다가 어센트코리아의 박세용 대표님

이 이제 회사로 왔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은 빅

데이터를 마케터 관점에서 연구하고 활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모든 커뮤니티 멤버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활동

했을 거라 확신해요. 토요일에도 풀잎스쿨만 3개를 진행했 

으니까요.

저는 아이펠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기대치를 정확히 얻었어

요. 저는 개발자로 전환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마케터 입장 

에서 인공지능을 뼛속까지 이해한 다음에 개발자랑 소통이  

되는 마케터가 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저는 원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얻었고, AI 기반의 마케팅 회사에 이미 취직했기 때문 

에 너무 만족해요.

Q. 

모두연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Q.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매력적이 

셨나요?

Q.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Q. 

모두연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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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모두연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주셨으면 해요. 여기서 

무얼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얘기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AI를 배우면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이 현기증이 나

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 네 인생에서 굉장한 무기라 될 거라고 

말해주어야죠. 하지만 바로 개발자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오셨으면 해요.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내가  

흡수하는 세상의 모습이 달라져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져요. 

인공 지능이라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내가 아는 지식을 중심으로 내가 하는 일을 연결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모두연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평생 학습하는 자로 남는다는 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누구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

다 좀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학습의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Q. 

모두연에 대한 기대가 다른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아요.

Q. 

모두연에서 교육받고 나신 후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Q. 

모두연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두연은 열린 마음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는 곳이에요. 
공부에 대한 태도와 습관, 그리고 동료를 만들어 주는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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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분들은 아이펠과 모두연을 조금 더 깊게 보셨으면 해요. 

모두연은 궁극적으로 모두연이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만일 취업이 목표의 전부인 분들이 오신

다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으니까요. 모두연은 지식 이상의 

공유와 상생에 관한 가치를 전달하는 곳이라는 점을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두연은 열린 마음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

는 곳이에요. 공부에 대한 태도와 습관, 그리고 동료를 만들어  

주는 곳이죠. 그래서 주말에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면 너무  

에너지가 나요. 영역을 넘나들면서 호기심과 열정과 탐구력

을 가진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머릿

속에서 전기가 통하는 기분이 들어요.

Q. 

마지막으로 모두연과  

연구원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Q. 

모두연은 한 마디로 어떤 곳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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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월
모두의연구소  
강남캠퍼스 설립

2017

1월 
모두의연구소 기업교육 시작

7월 
서울시 AI양재허브 운영사 선정

10월 
국내 최초 거꾸로 학습 기반
의 교육 프로그램 풀잎스쿨
(Flipped School) 런칭

2018

10월 
취미로 한 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   
- 대한전자공학회 우수 논문상  
   2편 선정 

12월  
청소년을 위한 AI 기반 메이커스
페이스 와글와글 팩토리 개소

MODUCON 2018 개최

2019

7월  
미니모 취업 지원 프로그램 런칭

12월  
연구 결과물이 글로벌하게  
인정받기 시작  
- NeurIPS workshop 논문  
   2편 선정

MODULABS HISTORY
모두연이 걸어온 길,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모두연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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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월  
CVPR workshop 논문 2편 선정

7월  
AI 혁신학교 아이펠(AIFFEL)  
강남캠퍼스 개소

신한 퓨처스랩 6기 선정 

12월   

AI 혁신학교 아이펠(AIFFEL)  
대전캠퍼스 및 문래캠퍼스 개소

2021

2월   
AI 혁신학교 아이펠(AIFFEL)  
인천 캠퍼스 개소

6월  
CVPR workshop 논문 2편 선정

10월   
KOREA AI STARTUP 100 선정

12월  
AI 혁신학교 아이펠(AIFFEL) 부산 
캠퍼스, 울산캠퍼스, 대구캠퍼스 개소

MODUCON 2021 개최

2022

2월   
70억 투자 유치 (KB인베스트먼트,  
대교인베스트먼트)

6월   
아기유니콘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8월  
모두의연구소 신강남캠퍼스 개소  

기업용 AI 교육 솔루션 아이펠 비즈
(AIFFEL Biz) 런칭

모두의연구소는 상생과 경험 중심의 교육연구 생태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거꾸로 학습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풀잎스쿨’ , 자기주도적 탐험용 프로젝트로 학습하는 

모두의 AI 학교 ‘아이펠’ 등 더 즐겁게, 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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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BS GUIDE
모두연 사용설명서

01. 일단 던져봐요

돌 말고 질문이요. 내가 모르는 건 남도 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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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옆 사람을 가르쳐주세요

당신이 더 성장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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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웃으며 인사해요

자꾸 보다 보면 정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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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외롭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카메라 ON은 필수, 발표는 너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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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발표하려고 밤새웠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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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내가 먼저 행동해요

아무도 안하면 기분 좋게 내가 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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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엉뚱한 이야기도 나눠요

좋은 아이디어는 늘 상식 밖에서 나오잖아요.



2장 모두연의 ‘오늘’에 관한 이야기107

08. 함께 의논해보죠

15분째 듣고 있지만, 그거 아닌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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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참여요가 좋아요

‘좋아요’보다 ‘참여요’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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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함께 성장해요

경쟁은 나와 하는 거예요. 남과 하는 것은 상생이고요.



110

모두연 서비스 완성도 철학
단․단․단

연구원들에게 상생, 성장, 자유의 가치를 주기로 한 약속을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하게 지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고객 스스로 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연구원들이 남들이 정해준 기준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법’을 알아가며 진짜 

나를 찾아가길 원한다. 각각의 서비스가 우리의 완성도 기준에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주요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단순 

단단 

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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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계가 단순한가?

운영이 편리한가?

디자인이 단순한가?

관리가 쉬운가?

비즈니스적으로 
지속가능한가?

정말 고객을 위한 
기능인가?

서비스의 성공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전 경험의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고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가?

시작 뿐 아니라 
끝맺음이 잘되었는가?

고급스러운가?

혁신적인가?

복잡하다는 것은 기능적 필요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신호이다.

기획이 복잡하면 운영도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좋은 디자인은 최소한의 디자인이다.

손이 덜 가고 관리가 쉬워야 한다.

비즈니스적으로 마이너스라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핵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추측이나 기대에 의거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매번 새롭게 하지 않고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이 축적되
고 관리되어야 한다.

고객은 모두연이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모두연 연구원이 고객이 아니라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이디어는 반드시 액션으로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다.

모두연은 어려운 것도 가능한,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방식과 5%만 바꾸어도 혁신적일 수 있다. 혁신
을 통해 기존과 다른 차별점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가

단단한가

단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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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커뮤니티 안에서 지식을 주고받습니다.

어려운 지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커뮤니티 안의 인간관계가 주는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검증된 동료를 만납니다.







Theme park



03
모두연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

모두의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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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일요일, 월트 디즈니는 그의 어린 딸 다이앤, 샤론과 함께 그리피스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딸들이 회전목마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냈죠. 이것이 

디즈니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 7월 17일, 그는 흥분된 목

소리로 다음과 같은 개장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행복한 장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즈니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곳에서 과거의 즐거웠던 추억들이 되살아  

날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도전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전 세계로 향하는 즐거움과 영감의 원천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모두연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곳도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한 ‘테마파크’
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들이 모여있고, 누구나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모두연 연구원이라면 누구나 즐기면서 배우는 놀이기구를 이

용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즐거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식의 테마파크, 

어떤가요? 우리의 꿈을 들으니 설레지 않나요? 함께 이런 멋진 테마파크를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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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은 열린 마음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는 곳이에요. 
공부에 대한 태도와 습관, 
그리고 동료를 만들어 주는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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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만 하는 사람들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모두연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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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의 방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 나은 내가 되길 바란다고 생각해요. 
함께 나누고 성장하며,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은 모든 분들을 
모두의연구소는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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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은 누구나 함께 즐겁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커다란 테마파크를 만들고 가꾸겠습니다.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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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언어 등 아무런 장벽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두연에서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브랜드를 키우고,  

같이 성장하는 즐거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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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은 성장형 교육을 완성하여  
100년 전부터 유지되고 있는  
지식 전달형 교실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바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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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몰 스텝’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뮤

니티 참여자 중 한 분이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연구소가 있

다고 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운영 방식도 유사해서 서로 도움

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먼저 연락을 드렸습

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처

음엔 알기 힘들었습니다. 연구소라고 하는데 교수도 없고, 그 

어려운 연구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

다. 하지만 김승일 대표의 영상을 보고 한 번 시도해보자 하고 

풀잎스쿨(Flipped School)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Q. 

모두연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Q. 

모두연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박요철

브랜드워커 공동 대표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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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은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인공지능을 위시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학습하는 곳이지만 핵심은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지혜를 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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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그래서 학력고사를 치던 첫 시험 때는 

지방의 야간 대학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

를 갔다 오고 나서 모두연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5개월을 앞두고 군대를 다녀온 머리로 다시 공부를 시작

했습니다. 그때는 수학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공부에만 전념

했습니다. 공부방 알바를 하며 새벽 2, 3시까지 청소하며 공

부에 매달렸죠. 그 결과 지금으로 치면 1, 2등급에 해당하는 

수능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아이들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학창 생활은 어떠셨나요?

사실 제게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실용음악과를 

들어가기 위해 재수 중이고, 둘째는 이제 고1이 되었어요. 그

런데 이 아이들이 전형적인 아이들이 아니라는게  문제였어요. 

첫째는 기타를 전공하기 위해 멀쩡한 예고를 나와 검정고시를 

쳤어요. 둘째는 고등학교 첫 시험을 쳤는데 시원하게 말아먹고 

4등급이 나왔죠.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뭔가 희망을 찾고 싶

어서 ‘모두연’을 찾은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저는 인공지능 같은 어려운 학문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

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수업과 음악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업에 참여해보니 교수나 리더 없이도 충분히 깊이도 

있고 재미있는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주말 

낮에 2, 3시간씩 몰입해서 수업하는 경험이 너무 좋았습니다.  

유쾌한 퍼실 때문에 공부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죠. 무엇 

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끈끈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

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Q.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나요?

Q. 

모두연에 참여 후 그런 희망이  

더 커졌는지 아니면  

사그라들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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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놀라운 건 직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15년 

이상 시키는 일만 하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회사를 뛰

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몰 스텝’이란 책을 썼습니다. 매일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으로 브

런치에 연재했고 출간을 물론 세바시에도 출연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 지금은 천여 명을 헤아리는 스몰 스

텝이라는 단톡방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이 가치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매달 모여 오프 모임을 진행했

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삶의 변화를 

이뤄낸 사람들의 강연을 듣는 방식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스몰 

스텝 커뮤니티와 모두연은 매우 비슷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연은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을 위시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학습하는 곳이지

만 핵심은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지혜를 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스몰 스텝과 모두연의 수업 방식 모두  

‘주도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과  

몰입하는 연구를 통해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주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모두연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연이 그런 학교 

교육의 대안으로, 아니 전혀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성장해주기

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Q. 

살아오신 궤적이 모두연의 생각과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Q. 

모두연도 커뮤니티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이해하고 있어요.

Q. 

모두연에 대해 갖고 계신 기대가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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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STORY
모두연 브랜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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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MK 택시입니다. 재일 교포가 만든 이 택시 브랜드는 당시 일본에서도  

혁신 서비스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회사였습니다. 처우가 좋지 않아  

택시 기사들이 지각과 결근을 밥 먹듯이 하자 이 회사가 내린 처방은 집

을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결근하는 이유는 먼 출근 거리와 불안

한 가정 형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회사 근처에 사택을 지

어서 결근할 이유를 없애버렸습니다. 회사 가까이 집이 있으니 핑계를 

대고 밤늦도록 술을 마시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보통의 회사라면 효율

을 위해 결근이 잦은 직원을 바로 해고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남다른 

철학을 가진 회사는 문제를 대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분명 달랐습니다.

또 하나의 브랜드는 세밀화로 유명한 ‘보리’라는 출판사입니다. 이  

회사는 수년에 걸쳐 완성도 높은 책을 내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회

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주5일 6시간  

근무를 가장 먼저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창업자인 당시

의 윤구병 대표가 6시간 근무를 고집한 반면, 직원들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제대로 된 일을 하냐고 원성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출은 3% 이상 성장했습

니다. 직원들의 연봉도 5년 전 3,000만 원을 넘겨 상위 25%의 준수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실은 들어보셨나요? 윤구병 대표가 

한때 국립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회사 뒤에는 농사를 

짓는 공동체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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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은 여러모로 신기한 회사입니다. 2015년 8월, 김승일 대표 

는 한 가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학원 때도 했던 고민을 직장인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한 가

지였습니다. 바로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하

지만 대학원에서도, 직장에서도 돌아오는 연구는 ‘해야만 하는 연구’였

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창업을 결심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

는 연구 주제를 택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모두의연구소’를 덜컥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수익 모델의 부재로 인해 숱한 반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위한 파티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유료 모임에도 15명이 함께 했죠. 아무도 생각지 못했

던 이상한 연구소의 탄생에는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김승일 대표란 사람, 그리고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브랜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제품과  

서비스에 담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쓸모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인간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사람 

들은 빵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욕구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와 가방을 사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연은 ‘자신

이 원하는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소수의 사람들의 욕망을 움직 

였습니다. 무엇보다 김승일 대표 그 자신이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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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욕망은 마치 페로몬처럼 비슷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연의 태동은 보통의 비즈니스 상식으로는 이해하

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말합니다. 경쟁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 

합니다. 상생하며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학문의 본

질이 ‘나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다움 

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훈련할 방법을 ‘연구’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닌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 

연에서 교수와 강사를 없애고 상대 평가도 없앴습니다. 그 대신 아이

펠과 같이 제아무리 어려운 연구 주제라 해도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풀잎스쿨, 랩, 아이펠과 같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릇 학교라 함은 선생님과 학생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머힐 스쿨과 같은 학교는 일찌감치 선생님의 일방 

적인 가르침 없이도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도전이었 

습니다. 김승일 대표 역시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제대로 된 월급도 없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비즈니스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공통의 주제와  

관심사를 가지고 토론하는 트레바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책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이들이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족도 회사 동료

도 아니지만 나의 관심사에 공감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바

로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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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연은 연구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테마

파크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조그마한 놀이터였습니다. 김승일 

대표는 이 놀이터를 통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놀이터가 넓어져 더 많은 사람

들이 함께 모인 광장이 되었습니다. 이 광장은 경쟁 없이도 타인과 마음

껏 어울리며 지식과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광장에 함께 연구하는 즐거움까지 더해져 이제 ‘테마파크’가 되었습 

니다. 이 테마파크는 자신의 관심사를 마음껏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통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로  

향하는 즐거움과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두연이 만들어가는 이 

테마파크는 지금도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중입니다.

“이 행복한 장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즈니랜드는 바로 여러 

분의 나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곳에서 과거의 즐거웠던 추억들이  

되살아 날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도전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향

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전 세계로 향하는 즐거움과 영감의 원천

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두연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성장의 척도가 학생 수나 건물과 같은 규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모두연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연의 구성원들은 행

복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매일 매일 연구원들을 통해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연의 시작은 한 사람의 ‘남다른’ 생각 때문이었습

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그들이 만든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

이 모여 저마다의 삶을 고민하고 도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두연의 

미래를 쉽사리 가늠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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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DIBLE MODUFAM:
6 CORE VALUE
모두연을 만드는 사람들

1. 선의의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멀리 가요

2.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나의 역량, 성과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꺼이 관심과 시간을 써요 

3.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잘 수용해요

1. 룰이 없어도 상식을 지키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요

2. 역할 상 책임과 기대에 따라 본인의 맡은 업무는 성실하게 수행하여 완수해요

3.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요

1.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며 성장해요

2. 새로운 업무를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감 있게 추진해요

3. 업무 추진 시 새로운 정보와 접근 방식에 열린 자세로 대응해요

Sustainable
우리는 함께 상생해요

Trust
우리는 서로를 신뢰해요 

Enthusiastic
우리는 열정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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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모두연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145

모두의연구소에서는 서로를 믿고 돕는 ‘상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룰이 없어도 상식을 지키며 협업할 수 있는 사람, 담당 분야에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일 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투명하게 소통하고 모두연의 문화를 확산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두팸(MODUFAM)’입니다.

1. 인내심을 갖고 완성도를 추구하며, 프로페셔널하고 주체적으로 일해요

2. 스스로 보다 높은 업무 상 기대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요

3.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요

1. 수평적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요

2. 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여 협력해요

3. 구성원 간 혹은 부서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소통하여 조정해요

1. 동료와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요

2. 다양성을 존중하고 오픈 마인드로 생각해요  

3. 모두연의 문화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해요

Self-directed
우리는 자기주도적으로 일해요

Transparent
우리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요

Diffuse
우리는 모두연 문화를 전파해요

3장  모두연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145



AI+NFT

AI-UX

All about GBRS

ASR

Biomedical

BRS

Circuit

CS294

CTRL

DAT

DataLAB

DAT-I

DCU

Deep Algorithm Trading

Deep Algorithmic Trading Advanced

Deep Intensive Course

Deep Learning Based Visual Art

Deep Neuroscience Lab (DNL)

DeepLAB

DeepLAB EDU

DeepLab Intensive Course

DeepLAB 논문반

DeepLAB 논문실습반

DeepLAB 자연어처리반

Dentalcad LAB

DL APP

DMB

DR4R LAB

Embedded lab

FNLP

Framework Inside

Fun Lab

FunLAB

GCP

GNR

GrowthHUB

GTA

HIT

HIT season 2

HIT(Human In The loop)

Hitchhiker

HRS LAB

iNFT LAB

Intelligent Agent

Interactive Art

Interactive art of web

KAIR

LV&A

Machine learning

Machine learning with python

Meani-NLP

Media Art LAB

MLL

MoT

Music Processing LAB

NFT

NFT LAB

NL-EP

NLPer LAB

Ophthalmology AI Lab (OAI LAB)

Paper Shop

PRDL(Pretraining Research & Develop 

LAB)

Pyproject-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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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Project-Trading

Python 기초

Python 스터디

Recomon

RL4RWS

RLPG

Robotics AI

Rocket UP

RS LAB

Rubato LAB

Scala 스터디

Self Driving

Smart Farm AI LAB

SoC Design LAB

SSL LAB

STM32

Swift

TeachMeOnline

Tech &Social Justice LAB

Unreal LAB

Virtualgraph

Visual AI LAB

Voice Art Lab

VRtoonN

강남 Dynamics

강화학습

강화학습EDU

딥랩논문반

모두의 마음상자

모두의 영어 탐험

모두의IoT

바이오메디컬(수)

범죄통계분석

블록체인

스팸처리

안티드론

언어게임연구실

자연어처리

지능드론랩

할수있다! 제멋대로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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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스쿨 (Since 2017.10~)

2022년 특집 슬로우페이퍼  
<기초튼튼>

3D 모델링을 위한  
Multiple View Geometry

가볍게 시작하는 통계학습

강점기반으로 한 커리어 코칭

강화학습

강화학습 기초

강화학습 내진설계 하기

강화학습 cs285

강화학습, 설레는 첫 만남

같이 공부하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같이 공부해보는 ADP 실기

같이 공부해보는 TESAT

거꾸로 보는 self - supervised 
learning 파트 1

경제학을 책을 읽으면서 공부해요

고성능 파이썬

공부를 게임처럼 한다면?  
학습콘텐츠에 Gamification  
불어넣기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한  
그로스해킹 첫걸음

구글을 미치게 만드는 글쓰기

글로 배우는 스타트업 시즌 1

글로 배우는 스타트업 시즌 2

글로 배우는 스타트업 시즌 3

글로 배우는 스타트업 시즌 4

글로 배우는 스타트업 시즌 5

글로 배우는 스타트업 시즌 6

금융 데이터로 배우는 파이썬

기계학습을 위한 최적화

기초 딴딴 강화학습  
w/ cs234 와 sutton

나도 로봇개를 만들고 싶다

나만의 인생커리어 만들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해서 천국가기

낯선 수학  
-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론

내 주머니속에 딥러닝  
(초소형 머신러닝 TinyML)

넌 혼자가 아니야 분산처리  
스파크 시즌 2

넌 혼자가 아니야, 분산처리 스파
크 완벽 가이드

논문으로 공부하는 Deep Multi-
Task와 Meta Learning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
게 알아보는 디지털 트윈

느린 통계학 Part 1

느린통계학 Part 2

님 Python으로 Web 만들어봄? 
- Python Web

다변수 미적분  
(AI기초이론 시리즈)

다시 시작하는 강화학습 기초

다시 시작하는 머신러닝 기초

당신에게 딱 맞는 추천 시스템 

Bootcamp

대수로운 대수학 1

대수로운 대수학 2

데이터분석의 맛  
- SQL편

독서토론회 RL  
- An introduction

딥 강화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

딥 러닝을 연구하는 모두를 위한  
Pytorch 논문 구현  
- Deep Generative Models부터  
   Vision Transformer까지

딥 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입문  
- 따라쳐보기

딥러닝 개념 잡기부터 Mini 
ProJect까지

딥러닝 교과서

딥러닝 기초  
-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딥러닝 논문, 보기만 할 순 없잖아요?  
(feat. Pytorch)

딥러닝 씨앗은행

딥러닝 씨앗은행 2기

딥러닝 좋은 친구 Part 2, Part 3

딥러닝 컴퓨터 비전 활용

딥러닝 컴퓨터비전 완벽 가이드

딥러닝, 설레는 첫 만남

딥러닝, 좋은 친구 Part 1

딥러닝, 좋은 친구 Part 2

딥러닝,설레는 첫 만남

딥러닝? 응  
- 코세라 Deep Learning  
   Specialization

딥러닝기초 - 패스트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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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으로 배우는 영상처리

딥러닝을 위한 클린한 파이썬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처리

딥러닝을 파이썬으로 날코딩 
해보자

딴딴한 강화학습(CS234)

라이브러리 없이 도전하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없이 도전하는  
머신러닝 Part 1

라이브러리 없이 도전하는  
머신러닝 Part 2

러닝 바이 두잉 모바일 UI

로블록스로 만나는 메타버스  
이야기

마테크초급반  
- 마케팅과 기술 사이

머신러닝 기본기 다지기

머신러닝 서비스를 받쳐주는  
자동화 엔지니어링 MLOps

머신러닝 수학

머신러닝? 나부터 러닝 
- 기초 다지기

머신러닝과 딥러닝 BASIC

머신러닝을 위한 확률탐험

멀티태스크 러닝 & 메타 러닝 
Part 1

멀티태스크 러닝 & 메타 러닝 
Part 2

메타버스는 어디서 타야하죠?

모던 엔지니어 되기

모두를 위한 컨벡스 최적화  
(기본편)

모두를 위한 컨벡스 최적화  
(알고리즘편)

모두를 위한 파이썬

모두와 함께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모두의 명상   
- mental self care

모두의 크립토 트레이딩

모두의 확률탐험

밑바닥부터 더 딥하게 배워보자 
딥러닝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추천시스템

바닥부터 시작하는 컴퓨터 구조
with RISC-V

보일듯 말듯 OCR

브랜드 경험 디자인 톺아보기

비감독 모형과 머신러닝

비전공자들아 모여라! 파이썬  
그 첫 걸음

비주얼 씽킹을 위한 드로잉 입문

비지니스 인텔리전스

빅데이터와 법

사이언스 익스프레스

생성모델 연구개발을 위한 
Implicit Generative Models  
구현반  
- StyleGAN에서 StyleGAN  
   v3까지

선형대수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초반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기획

손으로 직접해보는 ML

수리통계학

수치해석학

수포자를 위한 수학

수학으로 풀어보는 강화학습 원리

쉽게 이해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마케팅 기초

스타트업과 법

슬기로운 SLAM 스터디 (슬슬)  
- Visual odometry & 3D  
   Vision 구현

슬로우페이퍼 1기

슬로우페이퍼 2기

슬로우페이퍼 3기

슬로우페이퍼 4기

슬로우페이퍼 5기

슬로우페이퍼 6기

슬로우페이퍼 7기

슬로우페이퍼 8기

슬로우페이퍼 9기

슬로우페이퍼 10기 

슬로우페이퍼 11기

슬로우페이퍼 12기

슬로우페이퍼 13기

슬로우페이퍼 14기  
- 추천시스템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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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페이퍼 15기  
- Diffusion 모델부터  
  DALL-E 2까지

시간을 달리는 풀잎

시계열 분석(순수한 통계학적 접근)

실무로 배우는 빅데이터 기술

실무에서 써먹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수집/분석/자동화

실해석학

씹고뜯고맛보는 강화 학습

아파치 스파크를 통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스파크 내부 이해

안녕 베이지안

알고가자 알고리즘 
(with Python)

알고리즘 알고 가자 
(백준 온라인 저지 문제 풀이)

알고리즘과 코딩테스트 준비를 
첫걸음부터 시작해보아요

알쓸선잡(알아두면 쓸데있는  
선형변환 잡담하기)

어디야? 오디 
(OD : Object Detection)

영상처리로 시작하는 딥러닝 입문

영어로 꿈꿔본적 있나요? 
- 원석이보석되기 시리즈

왕초보 첫걸음을 위한  
자연어처리 + 영상처리

왕초보 ESG 컨설턴트

왕초보IoT메이커

우리두 아두이노로  
데이터 뽑을 수 있어

월급 루팡이지만 괜찮아

유니콘과 6펜스

유쾌한 이노베이션 (Design 
Thinking for Innovation)

음성 인식 부트캠프

음성 AI 부트캠프 시즌 2

음성인식과 음성합성

음성처리

음악 전처리 (MIDI, Wave 
Preprocessing)

의료영상 - 기초부터 딥러닝까지  
(Image-Guided Intervention)

이 나이에 인생커리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개론

인공지능 속 수학원리이해하기  
- 선형대수학편

인문학과 AI

인프라 운영 따라잡기  
- 리눅스부터 AWS까지

일주일에 다섯문제

임팩트있게 배우는 80%를 위한 기술

입문자를 위한 추천 시스템 기초반

자연어처리

자연어처리를 위한 트랜스포머의  
모든 것

잘 만났다 파이썬

잘 만났다 Python

저랑 Nengo 배울래요? 넹!

좋은 기획자, 제품 매니저가 되고  
싶다면

주니어를 위한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주린이를 위한 기업분석

주저하는 기획자들을 위해 
(feat.AI)

지겨운 반복업무를 단순하게  
해결하는 업무자동화

질문을 해봐요 (VQA 기초편)

질문을 해봐요(Visual (Video) 
Question Answering)

차근차근 베이지안 통계학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월급루팡 만들기

초심자를 위한 AI 교육 콘텐츠  
만들기

초초초단기기초수학

추천시스템 부트캠프 1기

추천시스템 부트캠프 2기

추천시스템 부트캠프 3기

추천시스템 부트캠프 4기

캐글 분석기법 파헤치기

캐글/데이콘 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분석 입문반

캐글과 함께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첫걸음

캐글러가 되어보자

캐글로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

캐글로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기초반

캠브릿지 어깨넘어로 배우는  
양자컴퓨팅 1기

캠브릿지 어깨넘어로 배우는  
양자컴퓨팅 2기

컨벡스 최적화(개념편)

컴알못을 위한 컴퓨터 공학 기초

컴퓨터 비전 Bootcamp

코드 구현과 함께하는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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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ent와 분산 강화학습

코드로 배우는 추천 시스템 기본반

코딩 습관 기르기

퀀트되기

타코트론의 모든 것

태블로를 이용한 시각화 
(비즈니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텐서플로 2.0 프로그래밍

텐서플로 첫걸음

텐서플로와 머신러닝으로  
배우는 자연어 처리

톡톡~ 마케팅 테크놀로지 입문

특허와 법

파이리 101

파이썬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

파이썬 백엔드 입문

파이썬 클린코드  
- 유지보수가 쉬운 파이썬 코드를  
   만드는 비결

파이썬, 어디까지 써봐썬?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칼만 필터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초반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알고리즘

파이썬으로 시작해서 딥러닝으로 
끝내기

파이썬을 위한 클린코드

파이썬을 이용한, 다양한 비감독 
모형 익히기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초

프로그래머를 위한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설레는 첫 만남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배포까지

플립러닝으로 배우는 퍼실이 첫걸음

한국어 임베딩

함께 보는 머신러닝

함께 보는 머신러닝(심화)

함께해요 TF2.0

행동경제학 101

혼자 읽긴 두껍네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가이드’

확률론

힙알마(힙한 알고리즘 마케팅)

힙알마(힙한 알고리즘 마케팅)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마케팅 정복하기

힙인마(힙한 인공지능 마케팅 이야기)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

Adv.강화학습 Part 1

Adv.강화학습 Part 2

Advanced Analytics with 
Spark

Advanced Kubernetes 
(DevOps)

Advanced Reinforcement 
Learning

Again! 딥 강화학습 
(Deep Reinforcement 
Learning) Part 1

Again! 딥 강화학습 
(Deep Reinforcement 
Learning) Part 2

AI를 위한 고등학교 수학

AI를 위한 수학 및 실습 
(선대, 미적, 확통)

Anomaly Detection  
논문으로 입문하기

Bandit-Based 추천시스템

Bayesian Data Analysis

but first, Let's do Music 
Processing

Causal Inference with 
Econometrics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I

Computer Vision 기초

computer vision 논문 리뷰 및 
fine tuning

Concrete Mathematics

Convex

Convex Optimization

Convex Optimization for 
Machine Learning and 
Statistics

Convex Optimization Reboot 
Part 1

Convex Optimization Reboot  
Part 2

CS182로 딥러닝 찍먹하기

CS224W : Machine Learning 
with Graphs

CS229로 하는 Machine 
Learning Begins

CS231n Assignments로  
따라잡기

CS231n REBOOT

CS231n으로 시작하는 딥러닝

CSS Secrets

Deep Genarativ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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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Learning

Deep Learning for Anomaly 
Detection 논문 리뷰

Deep Learning for NLP

Deep Learning in Life 
Sciences

Deep Learning? 응(Ng)

Deep Learning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두를 위한  
선형대수학 (with MIT Course, 
Gilbert Strang)

Deep RL 핵심 논문 읽기

Deep RL Bootcamp

Deep RL Seminar

DeepMind 따라가기

DevOps with Docker and 
Kubernetes

Difussion / Score-based 
Models

Discussion of data driven 
HRM based on  
“HR Champions”

Dive Into Math for Data 
Analysis

Edwith,논문으로 짚어보는  
딥러닝의 맥

Flow me to the moon

Fluent Python

Full Stack Deep Learning

GA(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한 
그로스해킹 첫걸음

GAN 기초 실전 코스

GAN 최신 논문 톺아보기

GAN in Action

GAN찮아

GANgster, 마약같은 GAN

GCN paper review

GCP 속에서 데이터 과학 맛보기

Generative and Transfer

GNN 라이브러리 활용

GNN based Recommender 
Systems 입문

Hands on computer vision 
with TensorFlow 2

Hello World가 쉽다고요?

Interpretable AI with 
SafeguardAI

Introduction to Causal 
Inference

Justin과 함께하는 딥러닝 기초
(미시간대 EECS 498)

kaggle

Keras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

KIRD_다시 시작하는 강화학습 
기초

KIRD_디지털 전환 스킬 업 
(딥러닝 설레는 첫만남)

KIRD_디지털 전환 스킬 업 
(슬로우페이퍼)

KIRD_디지털 전환 스킬 업 
(차근차근 딥러닝 기초쌓기)

KIRD_디지털 전환 스킬 업 
(파이썬 코딩도장)

KIRD_디지털 전환 스킬 업
(Hands on Computer Vision 
with Tensorflow 2)

KIRD_딥러닝 기초 수학 for 비전
공자

KIRD_슬로우페이퍼 11기

KIRD_파이썬으로 시작해서  
딥러닝으로 끝내기

KIRD_CS224N으로 입문하는  
자연어처리

Kubernetes in Action 실습

Leetcode  
- 일주일에 다섯문제

MADRL 슬로우 페이퍼 
(Multi-Agent Deep 
Reinforcement Learning )

Managing Kubernetes

Math for ML Part 2  
- 활용편

Mathematical Methods for 
Engineers II

Mathematical Statistics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Mathematics forMachine 
Learning  Part 1

ML-Ops with AutoML  
- 실무에서 머신러닝을 돌리는 방법

MLOps

Model-based RL  
논문 리뷰 및 구현

Musical Applications 
ofMachine Learn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초부터 심화까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특화과정

Nature of Cod 코딩으로 그림 
그리기 
#DrawNatureWith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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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DAO

NLP 기초체력 다지기 1기

NLP 논문구현  
(Transformer, GPT, BERT, 
T5)

NLP Bootcamp

NLP Bootcamp  
(Transformer Is All You 
Need)

NLP CS224N

NLP w/DL : 캐글 첫 도전하기

NLP with HuggingFace 
Part 1

NLP with HuggingFace  
Part 2

NLP with Pytorch

No music No life

Object Detection 필수 논문  
톺아보기

ONE SHOT CODING  
- 논문 한번 보고 구현하기

p5js로 배우는 자바스크립트와 
아트코딩

Physical Self Care (남자) 
- 원석이보석되기 시리즈

Physical Self Care (여자) 
- 원석이보석되기 시리즈

Physical-self-care

Play the AI

PlayGround with Python 
- 파이썬 가지고 놀아보기

PM4AI

PRML로 이해하는 베이지안 
- VAE, InfoGAN뽀개기

PY4E파이썬 기초 정복 및  
웹크롤링 기초 이해

PY4E파이썬 기초 정복 및  
웹크롤링 기초 이해 시즌 2

Python 어디까지 파봐썬? 
Part 1

QML 이해를 위한 QC 입문 
Part 1

QML 이해를 위한 QC 입문 
Part 2

REBOOT - CS231n

Robotic Manipulation

Semantic Segmenation  
논문으로 입문하기 1기

Semantic Segmentation  
논문으로 입문하기 2기

Spiking Neural Network

Switch On Makers

Tensorflow_Certification

Tesla 자율주행 기술에 발가락  
담그기 (지각(Perception) 중심)

TFQ(TensorFlow Q) 또는  
IBM Q 코딩으로 맛보는 양자기계
학습(QML Quantum Machine 
Learning)

THE JOY OF WORK

The Story of Art

This is Image Processing

This is Kotlin

This is Vue.js

Torch(PyG)로 구운 GNN 타다키

TOUCH PYTORCH

Transformer Vision and 
Recommendation System

U Ready? User Research  
(사용자 조사 톺아보기)

Weakly 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논문으로 입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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