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동

난 어쩌다 연구자가 되었을까?
요즘은 어떤 연구가 대세?



강연 내용

• 대학원에서 연구한 AI 기반 추천 및 예측 문제
• 4학년, 그 때 했던 생각들





아이러니했던 결정들

그러나 컴백



컨설팅이 멋짐 3요소
1. 수트간지 2. 깔끔한 ppt

3. 물흐르는 듯한 발표



교환학생은 타이밍



공부도 하였습니다



흥미로웠던
“Network Science” 수업

웬지 트렌디한 연구

코로나-19 연구로 재각광



선형대수학 열심히 해둘걸



기억나는 논문들



전공3학점 → 인정X (자선1학점)



나는 고민없이 청강을 하기로 결정
했지, 하지만 이 결정이 일으킬 엄청
난 후폭풍을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
았지, 내가 6.5년간 대학원을 다니
고 그 이후로도 대전을 벗어나지 못

하게 될 것이라곤… …청강



처음 제대로 해본 연구
인간 관계엔 비대칭성 존재
→ 해소하기 위한 친구 추천



잊어버려도 괜찮은 디테일

#영향력 = 게시글의 비율 = 
KatzCentrality = 복잡함 O(V^3)
# 시뮬레이션으로 근사함
# 네트웍변화시 변화량만 계산



𝐈𝐈𝐊𝐊𝐀𝐀 (𝐈𝐈𝐧𝐧𝐜𝐜𝐫𝐫𝐞𝐞𝐦𝐦𝐞𝐞𝐧𝐧𝐭𝐭𝐚𝐚𝐥𝐥 𝐊𝐊𝐚𝐚𝐭𝐭𝐳𝐳
𝐀𝐀𝐩𝐩𝐩𝐩𝐫𝐫𝐨𝐨𝐱𝐱𝐢𝐢𝐦𝐦𝐚𝐚𝐭𝐭𝐢𝐢𝐨𝐨𝐧𝐧)



한글로도 쓰기 어려운 논문,
영어로, 그리고 레이텍으로



석사 디펜스,
그리고 국제학회 발표까지

https://ieeexplore.ieee.org/abstract/document/7129582/

https://ieeexplore.ieee.org/abstract/document/7129582/


학회와 저널



일한 보람을 느끼는 해외 출장



Subject

김선동
김선동
김선동

Object

Exobrain
알고리즘
박사과정

Predicate

참여하다
개발하다
진학하다

김선동은 대학원생입니다 (99.9%).

지식베이스 정교화



자연어 처리 데이터셋 & 모델



오프라인 리테일 애널리틱스



센서를 통해 와이파이 신호 기록



이동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기



시계열 데이터 마이닝

60일 후 재방문



전처리 → 특성추출 → 기계학습

• 구역별 고객이 머무른 평균 시간
• 방문한 날짜 / 시간
• 이전 방문 횟수

…
• 동행자 여부
• 매장 접근성

https://ieeexplore.ieee.org/document/8594846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115-019-01373-y

https://ieeexplore.ieee.org/document/8594846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115-019-01373-y


𝒗𝒗𝟑𝟑

딥러닝과 생존 분석 활용

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07/978-3-030-47436-2_39

다음 365일 간의 단위 시간별 재방문 확률

120일 지남

𝑣𝑣1 𝑣𝑣2

학습 기간 예측 기간𝑡𝑡1 𝑡𝑡2

?0

동선 레벨 인코더

과거 방문 내역과의 조합

LSTMs LSTMs LSTMs

FC Layers

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07/978-3-030-47436-2_39


세관 선별 문제

http://seondong.github.io/assets/papers/2020_KDD_DATE.pdf


개발한 알고리즘: DATE 모델

To Appear in KDD 2020

http://seondong.github.io/assets/papers/2020_KDD_DATE.pdf


응용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의 중요성





감사합니다.    
http://seondong.github.io

http://seondong.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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