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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런 사람입니다
수비니움(subinium)


학부 4학년 (미필)


인공지능 공부 반년차 꿈나무 


캐글코리아 운영진


전국대학생프로그래밍대회동아리연합 회장


SW 마에스트로 연수생


그 외 다수 컨텐츠 운영중



2016년 3월

2016년 10월

2017년 9월

2019년 1월

2019년 3월

2019년 7월

첫 알고리즘 블로그 
subinium.ghost.io

대학 입학 및 C언어 입문
첫 페이스북 페이지 
수비니움의 코딩일지

인공지능 공부 시작 

유튜브 개설 
수비니움의 코딩일지

현재는?



현재 운영은?
• 유튜브


• 수비니움의 코딩일지 (500+)


• 4 Blog


• 안수빈의 블로그 (github)


• SUBINIUM.AI (Tistory)


• 알고리즘 정리 페이지 (Notion)


• Kaggle Korea (Tistory)


• 3 Facebook Page


• AI Lookbook (AI, 1700+)


• 알고리즘으로 고통받는 취준생을 위한 안내서 (알고리즘, 500+)


• 삽질하는 디발자와 개자이너 (개발, 100-)



200, 60



“오늘 어떤 인사이트를 전할 수 있을까”



(기술) 블로그 육하원칙으로 알아보기



1.�왜�써야할까

쓰기 힘든 이유

그래도 써야하는 3가지 이유

2.�누가�쓰고,�누가�볼까

개인과 다수

타겟 설정

3.�어떻게�써야할까

타입별 분석

세팅 : Editor + Image + Knowledge

UX/UI

4.�무엇을�써야할까

시작시, 필수 내용

기술블로그 5가지 주제

피드백 분석

5.�어디에�써야할까

사이트 별 간단 비교

6.�언제�써야할까

꾸준하게 쓰는 방법

TODAY OVERVIEW

1

2

3

4

5

6



Why?
쓰기 싫은 이유는 너무 많다. 하지만 왜 써야할까



블로그를 안쓰는 (쓰기 싫은) 이유?



1. 시간이 없다.

2. 굳이 시간을 더 소모하고 싶지 않다.

3. 귀찮다.

4. 굳이 내 지식을 글로 남겨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5. 나는 어린 시절 일기쓰기도 싫어했다.

6. 초보라 쓸 내용이 없다.

7. 내 부족한 지식이 드러날까봐 부끄럽다.



그럼 왜 블로그를 써야할까?





첫 번째. 성장과 기회



결국 시간과 체력을 쓰는 일

새로운 포토폴리오 / 브랜딩

다양한 시도와 피드백



두 번째. 생태계 기여



CVPR 2019



세 번째. 방향 제시



기록은 나침판

기록의 유무는 엄청난 차이

의식의 중요성



Who?
대체 누가 쓰고, 누가 볼까



개인 그룹

높은 자유도

스케줄 자율성


개인 역량에 따른 양

낮은 자유도

강제성


규칙적인 업로드

상호 피드백



아무도 안보면 왜 쓰지?



어떻게 써야 남들이 볼까?

구글에  딥러닝과 CNN을 검색해보면..



HOW?
시간과 실력에서 나오는 부담감과 두려움 극복



1. 시간이 없어요

2. 글을 못써요 + 뭘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3. 초보라 쓸 내용이 없어요



Settings

Text Editor/Record Tool

Image Source

Knowledge Source



본인에게 맞는 툴 선택하기



Atom Editor + markdown-preview-enhanced



저작권�걱정에서�벗어나�필요한�이미지와�폰트�찾기

dafont.comiconmonstr.comflaticon.comunsplash.com

http://dafont.com
http://iconmonstr.com
http://unsplash.com


논문

커뮤니티

여러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Caleekal AI Montrreal.AI A.I. Lookbook



1. 시간이 없어요

2. 글을 못써요 + 뭘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3. 초보라 쓸 내용이 없어요



- 어린왕자 中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A. 적절한 이미지


B. 주제별 소제목


C. 단락간 간격


D. Reference


E. 쉬운 목차 접근

UXUI



What?
막막하다. 어떤 주제로 써야하지



반드시 처음에 써야하는 내용

블로그의 목적 및 소개

개인(팀) 소개 (CV)



도메인 고군분투/경험담

튜토리얼

트렌드

자료와�번역

뭘 써야할지 모르겠다?



TRENDS



도메인�:�매일매일�쓸�수�있는�내용

뛰어난 분야 매일 쓸 수 있는 내용

(꾸준하게) 공부하는 내용



경험담
1. 기존 문제 해결 
2. 새로운 프로젝트 
3. 간접 경험



선구자의 발걸음을 따라가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약하고 아무리 대답해도 
같은 내용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결국에는 내가 이해한 흐름이 나에게 제일 적합하다. 



간접 경험의 공유로 충분히 인사이트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



Tutorial



매우 많은 튜토리얼/입문 자료 

-  CS231n ~

-  모두를 위한 머신러닝/딥러닝

-  COURSERA : Andrew Ng 강의

-  Official documents

-  그래도 튜토리얼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는 것과 전달하는 것은 다르다.



자료와 번역

• 영어 문서 독해 능력 상승


• 보편적인 표현 습득, 더 깊은 이해


• 자료에 대한 좋은 지침서


• 더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음


• 자료를 접할 기회가 많아짐



Google AnalyticsFacebook

분석 툴을 꼭 사용하자



좋아요에서 봐야할 것 싫어요에서 봐야할  것

어떤 컨텐츠가 좋은 반응을 얻었는가


왜 사람들은 이 내용에 선호할까


지표 이해 : 조회수, 좋아요, 공유


질문은 답을 꼭 달자


어떻게 보충할까

왜 이 컨텐츠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나


왜 이 사람은 내용에 안좋은 반응을 했을까


어떤 점을 개선해야할까


어떻게 신경을 덜 쓸 수 있을까


이탈률



Where
어디에 써야하고, 어디에 올릴까



TEXT VIDEO



When?
어떻게 시간은 아끼고, 규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다들 바쁜 일상… 

결론은 본인이 시간이 될 때



강제성과�자유도의�경계

주�컨텐츠와�부�컨텐츠의�다른�스케줄

관성과�습관화

자신만의�목표�설정



핵심 정리



우선순위

확장 생활화



수비니움의 코딩일지 : https://youtube.com/c/수비니움의코딩일지


안수빈의 블로그 : https://subinium.github.io


SUBINIUM.AI https://subinium.tistory.com/


알고리즘 블로그 : https://www.notion.so/subinium/4e7f47700af341f4b649e4cad0c4fb30


Kaggle Korea https://kaggle-kr.tistory.com/


AI Lookbook : https://www.facebook.com/AI.Lookbook


알고리즘으로 고통받는 취준생을 위한 안내서 : https://www.facebook.com/algoguide/


삽질하는 디발자와 개자이너 : https://www.facebook.com/shovelingdesignoper/

감사합니다.

https://youtube.com/c/%EC%88%98%EB%B9%84%EB%8B%88%EC%9B%80%EC%9D%98%EC%BD%94%EB%94%A9%EC%9D%BC%EC%A7%80
https://subinium.github.io
https://subinium.tistory.com/
https://www.facebook.com/AI.Lookbook
https://www.facebook.com/algoguide/
https://www.facebook.com/shovelingdesigno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