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CoP 활동결과 발표회

지난 12월 17일, 별관 14층 제3교육실에서 2020년도 CoP 활동결과 발표회가 개최됐다. 코스콤
CoP는 ‘Community of Practice’의 약자로 코스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지식 학습 동아
리이다.
CoP의 활동 목적은 총 세 가지로 첫째, 사내 학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직원 스스로 전문성을 개발하
는 기업 문화 정착, 둘째, 기존 Biz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신규 융복합 Biz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마
지막은 직원 간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업무 등 전문지식 교류 활성화이다.
또한 CoP 활동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기술·직무 및 신사업 관련 주제로 진행하는 프
로젝트 CoP, 기술·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3개월~1년 단위의 스터디를 진행하는 기술자격
증 CoP, 해외사업 및 글로벌 금융 산업 이해와 관련된 어학 주제로 학습하는 글로벌 어학 CoP가 있
다

한편, 이번에 열린 2020년도 CoP 활동결과 발표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별도 참석자 없이
동영상 촬영으로 진행됐다. 총 다섯 개 팀이 참석해 각 운영 CoP별 운영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를 이

어갔고, 각 팀의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조한상 | 블록체인 DID 및 dApp 개발 ▲유원준 | React와 javascript에 대한 이해 ▲정경석 | 딥
러닝 관련 자격증 취득 ▲임정표 |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학습 ▲이상열 | UI/UX 서비스 디자인.

1차로 소개하는 영상 속 3팀의 발표 내용을 미리 만나본다.
첫 번째 순서는 데이터오피스사업부 정경석 과장의 ‘딥러닝 관련 자격증 취득’에 관한 발표다. 총 9
명의 구성원이 PyTorch Cop, 자연어 처리 Cop를 통해 반 년 이상 딥러닝을 꾸준히 학습해 왔다.
Cop 활동을 통해 딥러닝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정리하고, 다양한 프레임웍 경험과 Tensorflow 특
장점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구성원 모두 구글 국제 자격증 Tensorflow Certificate를 취득하기도
했다. 발표는 자격증 소개와 함께 스터디 운영 계획 및 스터디 진행 과정, 성과 순으로 이어갔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사업부 임정표 대리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학습’에 관해 발표를 진행했다.
‘GCP(Google Cloud Platform) 사용방법과 학습, 활용 방안’ 공유를 목표로 지난 8월부터 12월까
지 활동하며 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courser.org)을 통해 참석자 개별 학습으로 진행됐다. 월
1~2회 정기모임을 갖고 개별 학습 내용이나 GCP 활용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CoP 활동 결과
각 참석자들은 교육 플랫폼 GCP 강좌 수강 및 수강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금융영업부 이상열 과장의 ‘UI/UX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발표로, 개념 정의부터 개선사
항까지 담았다. 금융·정보·디지털전략본부 총 8명의 구성원이 모여 지난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약 10주간 스터디를 진행했으며, 도구 및 기반지식에 대한 이해를 거쳐 UI·UX 디자인 실습까지 이
어지는 활동 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 ▲조한상 | 블록체인 DID 및 dApp 개발, ▲유원준 | React와 javascript에 대한 이해에 관한 CoP
활동결과 발표 영상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