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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부터
데이터엔지니어링 까지



내 꿈은 AI엔지니어

한번쯤은 들어봤을

‘유튜브의 알고리즘’



내 꿈은 AI엔지니어

한번쯤은 들어봤을

‘유튜브의 알고리즘’

추천시스템을 공부해보고싶다..!



내가 혼자할수 있나?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렇게 시작한 추천시스템 스터디

랩실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대학원생분들과 함께했던
온라인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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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재밌게 공부했던 순간(1년)



조금 더 배울수 있는곳

추천시스템 말고, 컴퓨터 비전은 어떨까?

공부해보자..!(5개월)

네이버 부스트캠프(부캠)
CV(Computer Vision)과정



다른 분야는 어떨까?

부캠에서 경험해보니까
Modeling보다 Data를 다루는게 더 재밌네

데이터를 다루는 다른직군은 어떨까?
생각에 시작하게된 데이터엔지니어링



데이터 엔지니어링 너무 재밌다!

토이프로젝트로 진행한 ELK스택 구축

로그가 막 올라가(신기)
데이터가 막 쌓여(신기)
이게 데이터엔지니어링인가?(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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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엔지니어가 되어야겠다



무슨 역량이 필요한지 찾기

자격요건, 우대사항 찾아보기 (원티드, 프로그래머스 등등)



공통적으로 바라는 역량이 있다

핵클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파이프라인
실시간 분산처리
대용량 분산시스템



공통적으로 바라는 역량이 있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데이터 엔지니어

파이프라인
데이터 플랫폼
대용량 분산처리



채용공고에서 보이는 공통 키워드

데이터 파이프라인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분산처리

ETL

Kafka, Spark, Hadoop, Airflow ...



많고 많은 기술들

기술하나 정해서 부딪혀보기

하나를 골라서 해보자!

근데 뭐부터 시작하지?



그래서 처음으로 공부한게 Kafka 

기술공부할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하는 점

한글로 나온 책, 강의가 많은가?
자료가 많은가?



함께 공부하는 카프카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재밌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

도저히 모르겠다

파티션이 뭔데…
ISR이 뭔데…
브로커가 뭔데…
왜 주키퍼가 필요한데...



KAFKAKRU에 올라온 게시글

스터디 모임? 이건 꼭 해야해

책 저자분이 직접 진행하시는 스터디면
제대로 배울수 있겠다



KAFKAKRU에 올라온 게시글

스터디 모임? 이건 꼭 해야해

책 저자분이 직접 진행하시는 스터디면
제대로 배울수 있겠다

경쟁률이 높은데?
카프카를 배울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SK 데보션에 전문가로 계시구나

데보션에는 ‘전문가와의 식사권’ 을
마일리지로 교환할수 있다

카프카 전문가로 계시고
나보다 오랫동안 하셨으니

뭔가 조언을 얻을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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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카 전문가로 계시고
나보다 오랫동안 하셨으니

뭔가 조언을 얻을수 있지 않을까?

마일리지를 모아서, 전문가와의 식사권으로
한번 만나뵙고싶다



데보션 전문가와의 식사권사용

SK 데보션 전문가와의 식사권

맛있는 밥 + 대면으로 이야기할수 있는 기회 + SK상품권

취준생 입장으로써
현직자를 만날수 있는 가장좋은 방법

★강추☆



스터디모임 참여

휴... 다행이다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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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카프카는 빠를까? 에서 출발한 호기심

Zero-copy가 뭔지 아시나요?

이런게 있더라구요...
저도 뭔지 몰랐습니다



Kafka 가 만능일까?

Scalog를 들어보셨나요?

Kafka는 Global Ordering



다양한 기술세션들

Kov(Kafka on Varlog)는 도대체 뭘까요?

신기한게 너무 많은것같아요
끊임없이 공부하고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커뮤니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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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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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였으면 절대로 못했을 일

과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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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