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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시대를 넘어,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AI의 시대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AI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학습 도구는
세상에 아직 없습니다.

SW 교육

HW 교육

AI 교육

?



시간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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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곡선

그래서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입문자/非전공자용 교육은

AI 엔지니어를 꿈꾸는 중학생도,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싶은 직장인도,

금새 포기하게 만들곤 합니다.

Python 등
프로그래밍 언어

ML 라이브러리,
패키지, API 등

고도의 수학, 통계학

😰



세상을 바꾸는 역발상

“코딩보다 먼저 AI의 개념과 원리를 배우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차 엔진 설계를 할 필요 없듯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다 배우고 만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AI 모델을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배우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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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Deep은 ‘모두를 위한 AI’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내놓은 해답입니다. 



첫째, Learning-by-doing
EasyDeep은 만들면서 배웁니다.

지속적
흥미 유발

단계별
지식 흡수

결과물
제작

코딩 없이 Drag & Drop만으로 복잡한 딥러닝 모델 구현까지, 
이론 학습과 실습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둘째, Personalized self-learning
EasyDeep은 학습자의 관심, 학습 목적, 성취도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보조 실습 교구 뿐만 아니라 내장된 콘텐츠 및
튜토리얼을 통해 자가학습까지 가능합니다.

MNIST Personal Color Smart Eye



셋째, Gamification

EasyDeep의 성장과 경쟁 그리고 협업을 통해
학습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EasyDeep은 재밌습니다.
퀴즈, 레벨 등 게임적 요소는 학습 성취감을 극대화합니다.



활용 분야
Level 1

필수 학습 개념 Use Case 기반 수업

Facial
Recognition

CNN
Label Generation
Randomization
Feature Extraction
Data Augmentation
Batch Normalization
Overfitting
Dropout
...

Object
Recognition

Speech
Recognition

...

그리고, Use Case 기반 Curriculum

…

• Level 당 주 1회 수업(2~3시간) 
기준 4주 소요

• 해당 Level 내 모든 Use Case는
필수 학습 개념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커리큘럼과 달리, 학습자는
본인의 관심 분야 및 Use 
Case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즉, 무궁무진한 조합으로 Deep 
Learning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도를 높임

• 모든 학교의 커리큘럼에 맞추어
실습용으로 Customize 가능

흥미로운 기술을 직접 다루다 보면 어느새 이해됩니다. 

피부톤에
어울리는 색

추천

Level 10...

사진으로
나이 맞추기

표정을
이모티콘으로

변환

Level 2

…

…



Semester 1 (12 weeks) Semester 2 (12 weeks) Semester 3 (12 weeks)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Level 6 Level 7 Level 8 Level 9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NLP

Speech

주 1회 수업(2~3시간) 기준 총 36주의 과정을 통해

4W

3W

3W

2W

AI 도메인 전문가 자격증
(초급)

AI 도메인 전문가 자격증
(중급)

AI 도메인 전문가 자격증
(고급)

각 분야별 AI의 도메인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Semester 1 (12 weeks)

Beginner

Level 1 Level 2 Level 3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NLP

Speech

4W

3W

3W

2W

모든 수업은 하나의 Use Case 기반으로 모든 개념을 배우고 복습하면서

실제로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Level 1 학습 목표 필수 학습 개념 활용 Use Case

1주차
선형회귀를
활용한 지도
학습 이해

지도학습(Supe
rvised ML) 

개념
선형 회귀

...

이메일에서
스팸

필터링하기

2주차 ... ... ...

3주차 ... ... ...

4주차 ... ... ...



비즈니스, 예술, 건축, 스포츠 등 각 분야별 AI 도메인 전문가를 위한

특화된 Use Case 기반 학습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Use Case for 비즈니스 AI 도메인 전문가

마케팅 제조 유통 ...

Use Case for 예술 AI 도메인 전문가

음악 미술 글쓰기 ...

고객 만족도
예측하기

불량률 예측
분석하기

최적의 경로
계산하기

목소리 감정
분석하기

비전으로
오작동 감지

제고 예측
분석하기

… … … …

?

?

… … … …

?

????

지속적으로 다양한
Use Case 추가 개발 예정



AI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교육 강의형 교육

Easy
Deep코딩 학원,

부트캠프
Coursera, 

Udacity, edX

학습 용이성 X O O

모델 구현 O X O

GUI X X O

게임 요소 X X O

확장성 X O O

교육 방식 별 비교

EasyDeep은 기존 온·오프라인 교육의 장점만을 모두 포괄하는



AI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앞장설 글로벌 솔루션입니다.
EasyDeep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성인까지

•정규 과목
•수행평가
•방과후 학습
•플레이 교육

초등학교 •자율학기제
•정보 교과
•수행평가
•메이커 학습
•진로 특강

중학교
•정보 교과
•AI 특성화고
•AI 중점고
•AI-IoT Lab
•특기자 학종 준비

고등학교 •AI 관련 교양 강의
•AI x 타 전공 융합 강의
•전공자 대상 입문 강의

대학교 •AI/빅데이터 교육
•Digital Literacy 교육
•융합 인재 양성

기업 교육



서비스 화면 데모

















회사 소개



비전공자를 위한 No-code AI 
모델링 및 교육 시스템

자동화된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감사 플랫폼

일반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AI 학습이
가능합니다. 코딩이 필요없는 Drag & Drop 
조작을 통해 복잡한 모델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zero-day 취약점을 찾고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고 안전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Make AI work for the rest of us

알고리마는 모두를 위한 AI를 만듭니다.



김영욱 / CEO & Founder
•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 KAIST 전산학 석사

(머신러닝/RL 전공)
• 네이버 근무 (플랫폼 개발)
• 2019년 카카오 AI 대회 최우수상
• 국제특허3건등록

김우진 / CSO
• 파리경영대학교 경영학 학사
• LSE 국제경영학 석사
• Yale MBA 교환과정 수료
• 네이버 및 딜로이트 컨설팅 근무
(Technology 전문)
• 국내 통신사 및 제조업 5G/AI 
프로젝트 다수

Smarter alone, Smartest together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갖춘 팀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국내·외 명문대 학·석사 출신
• 국내·외 글로벌 기업 근무 경력
• AI/Deep Learning 전문가 집단
• 팀원 보유 특허 20개 이상

팀 알고리마

개발 인력 70% ↑
글로벌 인력 30% ↑



알고리마 연혁
AI 및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신한금융투자로부터 Seed 투자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Seed 투자 유치과기정통부

AI 개방형 경진대회
우수기업 선정

NIPA 글로벌 창업
지원 프로그램 선발

제3회
서울혁신챌린지

예선 선정

K-Global Security 
Startup 선정

벤처스퀘어
엑셀러레이팅 선정 신한 퓨처스랩 선정

빅뱅엔젤스
유니콘파인더 글로벌

프로그램 선정

대덕특구
엑셀러레이팅 선정

2019.03 2019.03

2019.04

2019.05

2019.08

2019.08 2019.09 2019.10 2019.12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AI

www.easydeep.io
hello@algorima.io

070-4353-7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