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yond AI By Community
세부 스케쥴 안내

- 9시 30분 부터 로비 복도에서 체크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그랜드볼룸과 로비에서 상시 이벤트가 계속 진행됩니다.

10:20 - 11:00 개회식

11:00 - 13:00
취업부스


및 네트워킹

취업부스

및 네트워킹

Session 1: Flutter

Session 2: 개발커뮤니티

Session 1: 모두의연구소

13:00 - 14:30 점심 시간

14:30 - 16:40

16:40 - 17:00 폐회식

그랜드볼룸 곽정환홀김순전 홀 + 최영 홀

Session 1: AI 커뮤니티

Session 1: AI 커뮤니티

육아에서 배우는 데이터 유튜브 채널의 소통 방정식
박찬엽 | 데이터홀릭

지속가능한 AI 커뮤니티를 위한 여정
이성배 | deep daiv.

AI 프렌즈가 꿈꾸는 학회 플랫폼
유용균 | AI프렌즈

박정환 | 파이토치한국사용자모임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파이토치 사용자 모임

앱/스토어/스크린샷 80개 언어로 자동 번역/배포  
구축하기 with Flutter
이준규 | GDG songdo

Github Actions를 활용한 Flutter 배포 자동화하기
양수장 | GDG songdo

Flutter와 함께하는 ML 세상 탐험하기
박제창 | Flutter Seoul

유병욱 | Flutter Seoul
Flutter, 어떻게 해야 더 잘 쓸까? (with, 3 years)

공간지능(Spatial AI)이 미래입니다
장형기 | SLAM_KR, 저희는_SLAM_마스터가_될겁니다

금융분야 AI 적용 방향
유주현 | 모두의연구소 / DAT LAB

Federated Self-Supervised Learning으로 비정상  
폐음 분류하기
김성년, 백혜림 | 모두의연구소 / FSSL LAB

최화준 | 모두의연구소 / Tech&Social Justice Lab
모두연의 블랙스완, 사회과학 연구 해보기

N행시를 지어주는 트위터봇? [문학적인 N군 개발기]
예두해 | TUNiB

내가 뭐라고… 했더라? 금붕어 기억력 핑계는 이제 그만! 
— 챗봇의 윤리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

장빈 | TUNiB

당신 개발자 맞아?
장혜선, 최정인 | 스마트사운드

허훈 | LINER
현대적인 추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정

커뮤니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aka. 쌰빱두비두밥~)
김두리, 유현아, 윤화영 | 위민후코드 서울

Azure ML Anywhere
김세준 | 슬기로운 Azure 생활

저는 C++유저가 아닙니다! 다만...
김두훈 | C++Korea

이지운 | 코무합니다만
뭐야 내 데이터 돌려줘요

개인의 성장과 커뮤니티 기여의 딜레마
박찬성 | GDE / TensorFlow KR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한 방구석 코더
박찬성 | GDE / TensorFlow KR

6만과 TF를 넘어선 Community Everywhere
김경선 | TensorFlow KR

김태영, 전미정 | Keras Korea
케라스, 그 간결함에 빠지다

라제건홀

AI +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AI + Research

MediaART LAB 

+ Rubato LAB 전시

MediaART LAB 

+ Rubato LAB 전시

IBK 기업은행홀

Session 2: AI 개발기

K-Digital Platform



Beyond AI By Community

공간 및 일정 안내

2022.12.15 (THU)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 국제회의실

*9시 30분 부터 에서
Check-in 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부스

The Lounge

1

2

3

1

2

출입구

티켓

이벤트

취업 부스

취업 부스

그랜드볼룸

네트워킹 및 행사 세미나  (1부 11:05-13:00 / 2부 13:30-16:25) (Open 9:30 ~ Close 17:00)

김순전 홀 + 최영 홀

네트워킹 & 취업부스 (all time)

개회식(10:20-10:50)

중식 (13:00-14:30)

폐회식 (16:40-17:00)

MediaART LAB + Rubato LAB 전시

중식 (13:00-14:30)


라제건 홀

— AI Research

[Session 1: AI 커뮤니티]

[Session 2: AI 커뮤니티]

1부 

2부

곽정환 홀 

— Development Community
1부 

2부

[Session 1: Flutter]

[Session 2: 개발 커뮤니티]

IBK 기업은행 홀 

— AI Community

1부 

2부

[Session 1: 모두의연구소] 

[Session 2: AI 개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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