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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2019년 9월 고려대학교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인공지능대학원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대학원의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공지능대학원 뉴스레

터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작금의 시대는 지능정보사회로 대표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화두인 소위 제4차 산업혁명시대입니다. 디

지털 정보화로의 진보가 인간의 생활과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과의 융합

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고려대학교도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교는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

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 능력을 단순 모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 개발에 박

차를 가하는 지금, 이러한 고급 기술 소양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의 

개원은 시대적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훌륭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대학원은 신기술과 젊은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고급 인재를 양

성하는 동시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응용 분야를 확장하는 인간 중심의 인공

지능대학원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유수 대학, 관련 연구소 및 산업체와 적극적인 인공지능 관련 교류 협력을 통해 고려대학교 인

공지능대학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공지능대학원의 뉴스레터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공지능대학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이성환 주임교수님과 정보통신대학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정 진 택

고려대학교 총장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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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공고

2019. 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사업책임자: 이성환 교수)

2019. 0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신설

2019. 0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입학설명회 개최

학과 소개 및 연혁인사말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는 

지난 2019년 3월 우수한 인공지능 교육·연구 인프라와 커리큘럼, 참여 교수진의 탁월한 학술역량, 풍부한 산학연 

글로벌 네트워크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인공지능 핵심 기

술 개발 및 고도의 학술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에게 인간의 뇌를 흉내 내어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

는 능력을 부여하는 학문으로써, 현재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인공

지능 연구에 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해외 유수 대학들 또한 AI 대학 및 연구소를 신설하

여 인공지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본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서는 7명의 전임교수를 바탕으로 기초전공-기반전

공-심화전공-산학·창업연계 수업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AI 핵심 교과 과정을 개설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한 딥러

닝,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빅데이터, 신경망 등의 핵심 연구 분야와 헬스케어, 금융, 지능형 에이전트, 게

임, 자율주행, 국방을 포함하는 AI+X 특화 분야 중심의 인공지능 특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인공지능학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되어, 2019년 9월 첫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학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Top 20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을 선도할 학술 인재, 글로벌 산업계의 성장

을 주도할 산업 인재, AI 신기술 사업화에 도전할 기술창업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인공지능학과는 핵심 연구 분야(딥러닝,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빅데이터, 신경망 등)와  

AI+X 특화 분야(헬스케어, 금융, 지능형 에이전트, 게임, 자율주행, 국방 등) 중심의 AI 특화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 유수 AI 대학 및 연구소 국내외 AI 선도 기업들과의 풍부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과 실무 역할을 지닌 AI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함께 공부할 도전적인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역량 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이 성 환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주임교수

2019. 04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센터 설립

2019. 06     2019학년도 가을학기 인공지능학과  

석박통합과정 및 박사 과정 28명 선발 

2019. 09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개강

연혁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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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정교수

성준경 정교수

이상근 정교수

[연구분야]

패턴인식, 머신러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학력]

KAIST 전산학 박사(86~89)

[경력] 

˙ 2019-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주임교수

˙  2013-2018: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뇌공학사업단 사업단장

˙ 2010-현재: IEEE 펠로우

˙ 2009-현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 2008-2013: 고려대학교 WCU 뇌공학사업단 사업단장

[연구분야]

뉴로이미징, 머신러닝, 뇌질환 진단 및 예측

[학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00~05)

[경력] 

˙ 2019-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전임교수

˙ 2017-현재: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부편집위원

˙ 2016-현재: Biomedical Engineering Letters 부편집위원

˙ 2013-현재: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 2012-2013: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생체의공학과 조교수

[연구분야]

데이터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딥러닝

[학력]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96~99)

[경력] 

˙ 2019-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 

˙ 2003-현재: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교수 

˙ 2009-2009: 미국 IBM T. J. Watson 연구소 방문교수 

˙ 2001-2003: LG전자 차세대단말연구소 선임연구원

˙ 2000-2001: 일본 동경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특별연구원

Professors 

인공지능학과 | 전임교원인공지능학과 | 전임교원

Christian Wallraven
정교수

[연구분야]

Social Faces, Mmultiple Senses, and AI for Understanding and Mimicking the Brain

[학력]

Eberhard-Karls-Universit‥at T‥ubingen 인지과학 박사(01~07)

[경력] 

˙  2019-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

˙  2018-현재: 독일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 방문연구원

˙  2010-2019: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뇌공학과 조교수/부교수

˙  2010-2012: 영국 Wales RIVIC center 초청연구원

˙  2007-2010: 독일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연구그룹리더

석흥일 부교수

[연구분야]

기계학습,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뇌공학

[학력]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08~12)

[경력] 

˙ 2019-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부교수

˙  2015-2019: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뇌공학과 조교수/부교수

˙  2019-현재: Int'l Journal of Imaging Systems & Technology 편집위원

˙ 2018: KAKAO Faculty Fellowship

˙  2017: 2017 Korea Computer Congress 최우수논문상 수상

주재걸 부교수

[연구분야]

컴퓨터 비젼, 자연어 처리, 데이터 시각화

[학력]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컴퓨터공학 박사(08~13)

[경력] 

˙ 2019-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부교수

˙ 2016: ICDM 2016 최우수학생논문상 수상

˙ 2015-2019: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조교수

˙ 2015: 네이버 신진연구자상 수상

감태의 조교수

[연구분야]

뇌질환진단, 딥러닝, 뉴로이미징

[학력]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11~17)

[경력] 

˙ 2019-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조교수

˙  2017-2019: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박사후 연구원

˙  2011-2013 :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선정

˙  2011: 2011 Korea Computer Congress 최우수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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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인식 및 머신러닝 연구실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Lab)

데이터 인공지능 연구실
(Data Intelligence Lab)

본 연구실은 총 3개의 연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컴퓨터 비전 

그룹은 카메라 기반 다양한 상황 및 객체 인식을 목표로 수화, 대화

형 표정, 객체, 원거리 얼굴, 휴먼 행동 인식 등과 유먼 상호작용 분

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룹은 뇌 신

호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발을 목

표로 뉴로 드라이빙, 웨어러블 로봇 제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펠

러 등을 연구 중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그룹에서는 다양한 분

야에서의 (의료, 금용 등)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목표로 딥러

닝 알고리즘 개발과 게임 AI 환경에 적용가능한 음성인식 기술 및 사

용자 얼굴 변화를 강인하게 추정할 수 있는 얼굴 인식 기술 등을 연

구하고 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연구실은 “Towards R&D Excellence”라는 비전

을 설정하고, 3개 연구그룹(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딥러닝, 자연어처

리)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합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딥러닝 

기반 자연어처리, 지식·학습 융합 인공지능, 뉴널 네트워크 압축을 

통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차세대 지능형 서비스 개발, 개인화 서비

스 개발 등입니다.La
bo

ra
to

ry
Laboratory

인공지능학과 | 연구실 소개인공지능학과 | 연구실 소개

●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 딥러닝의 동작 원리를 분석하여 입출력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 가능한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 Deep Machine Learning

    : 불확실성이 있는 실제 환경에서 안정적인 전략 수행을 위한 적응적 심층강화학습 기술 개발

● Image Analysis & Understanding

    : 드론 및 항공기 등에 장착된 카메라를 기반으로 항공 영상 정합 및 변화 탐지가 가능한 영상 분석 기술 개발

● Brain-Computer Interface

    :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각만으로 주변 기기 제어가 가능한 지능형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

    주의집중, 언어모델을 이용하여 자연어를 처리하는 연구

- 자연어 표현 학습

- 뉴럴모델 기반의 자연어 처리

- 전이학습·멀티태스크 학습

● 지식·학습 융합 인공지능 

    지식과 학습을 융합하여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연구

- 지식베이스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

-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 지식·학습 융합을 통한 인공지능

● 뉴럴 네트워크 압축 

    스마트 기기 내에서 동작하는 초경량 딥러닝 모델 연구

- 딥러닝 모델 압축

- 워드 임베딩 압축

- 온디바이스 딥러닝

▶  D.-O. Won, S.-H. Lee, K.-R. Muller, S.-W. Lee, “Learning Machines can Curl - Adaptive Deep Reinforcement Learning Enables the 

Robot Curly to Win Against Human Players in an Icy World,” Proc. of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eurIPS), 

Vancouver, Canada, Dec 2019.

▶  O.-Y. Kwon, M.-H. Lee, C. Guan, S.-W. Lee, “Subject-Independent Brain-Computer Interfaces Based on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2019. 

▶  N.-G. Cho, A. Yuille, and S.-W. Lee, “A Novel Linelet-based Representation for Line Segment Detection,” IEEE Tra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40, No. 5, 2018.

▶  SangKeun Lee and Woo-Jong Ryu, “Server and method for providing content based on context information”, US Patent 10380244, 

August 13, 2019

▶  Kang-Min Kim, Yeachan Kim, Jungho Lee, Ji-Min Lee, and SangKeun Lee, “From Small-scale to Large-scale Text Classification”, Proc.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WWW), pp.853-862, San Francisco, USA, May 2019

▶  Byung-Ju Choi, Jun-Hyung Park, and SangKeun Lee, “Adaptive Convolution for Text Classification”, Proc. of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NAACL-HLT), pp.2475-2485, Mineapolis, USA, June 2019.

지도교수 
이성환

지도교수 
이상근

주요 연구 분야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최근 대표 성과

Natural Language Processing

Data-driven Artificial Intelligence

Neural Network Compression

http://pr.korea.ac.kr/

http://dilab.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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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뉴로이미징 연구실 
(Brain Reverse Engineering by Intelligent Neuroimaging)

인지시스템 연구실 
(Cognitive Systems Lab)

본 연구실은 총 3개의 연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뉴로이미징 

그룹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발달성 뇌질환 뇌 영상을 기반으로 질병

의 조기 진단 또는 환자의 예후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RI 

영상 또는 PET 영상을 분석하여 치매의 원인이 되는 타우 또는 아밀

로이드의 진행 양상을 통계적으로 모델링하거나, 초기 치매환자의 치

매 전환을 예측하는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뇌 커

넥텀 연구 그룹은 뇌 영상으로부터 뇌 기능적/구조적 커넥텀을 구축

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상인의 뇌 기능 기전을 이해하거나 뇌 질환에

서 발생하는 특이적 변화 양상을 모델링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기반 뇌 영상 분석 그룹은 기존의 뇌 영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최신 딥러닝이나 머신러

닝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 종양 환

자의 예후 예측을 위해 멀티모달 MRI 영상을 분석하는 딥러닝 기술

을 개발하거나 우울증 환자의 약물 반응성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

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n the cognitive Systems Lab, we have two main goals:  

-our first goal is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algorithms 

employed by the human cognitive system through the use of 

cutting-edge methods from machine learning and computer 

graphics coupled with perceptual and cognitive experiments.  

-our second goal is to transfer this knowledge to implementations 

of intelligent, artificial cognitive systems which can be used in 

robotics, computer vision, computer animation, and even in clini-

cal applications. In the lab, we apply this combined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  J-P. Kim, J-H. Kim, etc., J-K. Seong, “Machine learning based hierarchical classification of frontotemporal dementia and Alzheimer’s 
disease,” NeuroImage: Clinical, 2019. (IF: 3.94)

▶  S-J. Jeong, Y-J. Bae, etc., J-K. Seong, “Dysautonomia is associated with structural and functional alterations in Parkinson’s disease,” 
Neurology, 2019. (IF: 8.68)

▶  S-H. Cho, J-H. Shin, etc., J-K. Seong, “Amyloid involvement in subcortical regions predicts cognitive decline,” Europ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2018. (IF: 7.18) 

▶  Uijong, J., & Wallraven, C. (2019). Manipulating and decoding subjective gaming experience during active gameplay: a multivariate, 

whole-brain analysis. NeuroImage, 188, 1-13.

▶  Uijong, J., Kang, J., & Wallraven, C. (2019). You or me? Personality traits predict sacrificial decisions in an accident situation. IEEE transac-

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25(5), 1898-1907.

지도교수 
성준경

지도교수 
Christian 
Wallraven 

주요 연구 분야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최근 대표 성과

La
bo

ra
to

ry
Laboratory

http://brein.korea.ac.kr/
http://cogsys.korea.ac.kr

인공지능학과 | 연구실 소개인공지능학과 | 연구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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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지능 연구실
(Machine Intelligence Lab)

데이터 시각화 연구실 
(DAVIAN - Data and Visual Analytics Lab)

기계지능 연구실은 뇌질환 조기 진단,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헬

스케어 등을 위한 의료 인공지능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 뇌질환 조기 진단을 위해, 구조(MRI, DTI)/기능(fMRI) 뇌영상 분석 및 

영상 바이오마커 추출 및 뇌질환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며,  

(2)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고도화를 위한 EEG 신호 분석 및 사람의 

생각 및 뇌인지 상태를 추정 가능한 뇌인지 컴퓨팅 기술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3) 전자건강기록(EHR)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한 환자의 질

병 진행 경과 예측 및 위험 검출 기술을 개발 중이다.

본 연구실은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변환 및 생성, 사용자 주도의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통한 딥러닝, 그리고 텍스트 및 소셜 미디어 마

이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의 컴퓨터 

비전 활용을 위한 이미지 의료 영상의 분류와 데이터 증강, 웹툰과 흑

백 사진의 자동 채색, 이미지의 스타일 변환, 허리케인의 위치 추적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 영상 및 의무 기록, 소셜 미

디어 등의 다양한 도메인의 정형/비정형 데이터에서 사용자와의 상

호작용에 기반한 딥러닝과 시각화를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 및 

추천하고, 딥러닝의 작동을 설명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인공지능학과 | 연구실 소개인공지능학과 | 연구실 소개

●  사용자 주도의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통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분석과 딥러닝 시각화

● 딥러닝 기반 이미지 변환 및 생성

▶  E. Lee, J.-S. Choi, M. Kim, and H.-I. Suk, “Toward an Interpretable Alzheimer’s Disease Diagnostic Model with Regional Abnormality 

Representation via Deep Learning,” NeuroImage, Vol. 202, 2019.

▶  E. Jun, E. Kang, J. Choi, and, H.-I. Suk, “Modeling Regional Dynamics in Low-Frequency Fluctuation and Its Application to Autism 

Spectrum Disorder Diagnosis,” NeuroImage, Vol. 184, pp. 669-686, 2019.

▶  B.-C. Kim, J. S. Yoon, J.-S. Choi, and H.-I. Suk, “Multi-Scale Gradual Integration CNN for False Positive Reduction in Pulmonary Nodule 

Detection,” Neural Networks, Vol. 115, pp. 1-10, 2019.

▶  Kyeongpil Kang, Junwoo Park, Wooyoung Kim, Hojung Choe, and Jaegul Choo, “Recommender System Using Sequential and Global 

Preference via Attention Mechanism and Topic Modeling”,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CIKM), 2019

▶  Cheonbok Park, Inyoup Na, Yongjang Jo, Sungbok Shin, Jaehyo Yoo, Bum Chul Kwon, Jian Zhao, Hyungjong Noh, Yeonsoo Lee, and 

Jaegul Choo, “SANVis: Visual Analytics for Understanding Self-Attention Networks”, IEEE Visualization, 2019

▶  Y. Choi, M. Choi, M Kim, J. Ha, S. Kim, and J. Choo, “StarGAN: Unified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for Multi-Domain Image-to-

Image Translation”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8, Oral Presentation

지도교수 
석흥일

지도교수 
주재걸 

주요 연구 분야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최근 대표 성과

http://milab.korea.ac.kr/

http://davian.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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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공지능 연구실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Lab)

의료인공지능 연구실에서는 딥러닝/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다양한 의

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MRI, fMRI, EEG 등의 뇌

영상/뇌신호 분석을 통해, 뇌 네트워크의 이상상태를 검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알츠하이머 병, 자폐증 등의 다양한 뇌 질환을 진단하는 기

술을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다 정밀한 뇌 질

환 진단을 위한 1) 뇌영상/뇌신호 기반 뇌 네트워크 분석 기술, 3) 뇌 

질환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딥러닝/기계학습 기법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 | 연구실 소개

● 뇌영상/뇌신호 처리를 통한 뇌 네트워크 분석

    : 뇌영상/뇌신호 내 잡음제거를 위한 기술 개발 

    : 뇌 네트워크 구축 및 분석을 위한 기술 개발

● 딥러닝 기반 뇌 질환 진단

    : 뇌영상/뇌신호 기반 뇌 질환 진단을 위한 딥러닝 모델 개발

    : 뇌질환 관련 바이오마커 검출 기술 개발

▶  T.-E. Kam, H. Zhang, Z. Jiao, and D. Shen, “Deep Learning of Static and Dynamic Brain Functional Networks for Early MCI Detec-

tion,”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 (online published).

▶  이성환, 감태의, 석흥일, “다중 뇌 연결망 구축을 통한 뇌 상태 모니터링 방법 및 장치”, 등록번호: 10-1796055, 등록일: 2017.11.03.

지도교수 
감태의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https://sites.google.com/view/medailab

교무행정 및 학과소식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시간)

XAI501 기계학습(영강) 석흥일 3.0(3.0)

XAI504 선형대수(영강) 주재걸 3.0(3.0)

XAI506 딥러닝(영강) 감태의 3.0(3.0)

XAI507 컴퓨터비전(영강) C. Wallraven 3.0(3.0)

XAI508 자연언어처리(영강) 이상근 3.0(3.0)

XAI511 신경망(영강) 감태의 3.0(3.0)

XAI617 헬스케어인공지능(영강) 성준경 3.0(3.0)

XAI706 창의학습프로젝트(영강) 이성환 3.0(3.0)

XAI709 현장실습II(영강) 이성환, D. Shen, K.-R. Muller 3.0(3.0)

◆ 2019년 2학기 개설 과목

◆ 교원 인사 (2019년 9월 1일자) ◆ 2020년 전기 인공지능학과 대학원 입학 설명회 개최

◆  2020학년도 전기 인공지능학과  
박사/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모집 

감태의 교수
(조교수 임용)

2019년 9월 26일(목)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 동안 자연계캠퍼스 우

정정보관 601호에서 2020년 전기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입학 설명회가 개최

되었다. 혁신적인 AI 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산업계의 성장을 주도할 세계적 

수준의 박사급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신설된 본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

는 예비 대학원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입학 설명회에는 교육 목표 및 AI 

특화 교과목 및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었다.

- 입시설명회: 2019년 9월 26일(목) 

- 지원서 입력: 2019년 10월 1일(화) - 7일(월) 

- 서류 접수: 2019년 10월 1일(화) - 10일(목) 

- 구술 시험: 2019년 11월 9일(토) 

- 합격자 발표: 2019년 12월 1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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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택을 받는 주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이 중심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

능대학원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면서 인공지능대학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앞으

로 A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 그리고 관련 연구소 및 산업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업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나라가 될 수 있

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축사에서 “AI 없이 세계의 정치·문화·경제를 얘기할 수 없는 

시기를 맞았다”며 “중국, 미국등 글로벌 AI 기업과 경쟁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나와야 하고, 그 

첫걸음은 AI 대학원”이라고 말하며 “2019년 추경을 받아 AI 대학원을 계속 확대할 것이며, 고

려대학교를 포함하여 가장 먼저 선정한 3개 대학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해당 학과 주임교수인 이성환 교수는 인공지능학과를 소개하면서 “산업체와 현장에 필요

로 하는 기술을 습득한 고급인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 대한민국을 미래 인공지능 기술 강

국으로 선도할 인공지능 박사급 고급 인재를 성공적으로 양성, 배출할 것”이라며 “향후 10년

간 전임 교원 18명을 확보하고 2023년까지 박사 졸업생 25명을 배출한 후 매년 50명쯤의 박

사를 배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 및 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

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공지능대학원 개원 기념식에서는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을 포함해, 민원기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태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석제

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려대 인공지능학과는 지난 3월 우수한 인공지능 교육·연구 인프라와 커리큘럼, 참여 교

수진의 탁월한 학술역량, 풍부한 산학연 글로벌 네트워크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고려대는 나라가 어려웠던 일제강

점기 시절 구국정신으로 인재를 길러

냈는데,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AI 인재 양성

에 매진하겠다.  

인재가 그 나라의 AI 경쟁력을 좌우

하는데 중국, 미국 등 글로벌 AI 기업과 

경쟁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나와야 하

고, 그 첫걸음은 AI 대학원이다.

인재를 키우는 것은 한 기관만으로

는 부족하다. 정부와 대학, 지방이 같

이 협력해야 한다. 이번 프로젝트가 좋

은 롤모델이 될 것이다.

AI 대학원 개원과 관련하여

특집

“6개 특화분야 선정, AI 핵심인재 매년 50명씩 배출 목표”
- 고려대, 국내 최초 인공지능대학원 개원 기념식 개최 -

고려대학교는 9월 5일(목) 오전 10시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 1층 강당에서 국내 최초로 출

범하는 인공지능대학원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는 50여 개 국내외 기업·대학·연구소와 협력하여 매년 50명

의 석박사 통합 및 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하며, 세계 수준의 박사급 AI 인재양성을 목표로 

이번 9월 첫 학기를 시작했다. 

고려대 인공지능학과는 7명의 전임교수를 바탕으로 기초전공-기반전공-심화전공-산

학·창업연계 수업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AI 핵심 교과 과정을 개설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딥러닝,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빅데이터, 신경망 등의 핵심 연구 분야와 

헬스케어, 금융, 지능형에이전트, 게임, 자율주행, 국방을 포함하는 AI+X 특화 분야 중심의 인

공지능 특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학술 인재양성, 기업 수요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산업 인재양성 및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술창업 인재양성을 목표

로 세계 유수 대학 및 연구소 (CMU, MIT, 막스플랑크연구소 등 15개) 등과 국제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AI 핵심 연구자를 양성하고, 국내외 AI 글로벌 기업(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38개)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체 인턴십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우수한 AI 박

사들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고려대학교의 창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8년

까지 우수 벤처기업 10건의 기술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고려대학교는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불

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매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대학

원이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개발, 활용하고 그 혜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 김태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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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협력기관

공동연구·교육
·자문

연구협력 / 인턴십

연구협력 / 인턴십

인공지능대학원

·고려대학교 의료원
·정밀의료사업단
·크림슨창업지원단
·KU-MAGIC
·π-Ville

·학부 인공지능융합전공
·인공지능연구소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차세대게임연구센터
·지능로봇연구센터

공동연구·인턴십
·자문

협력 기관(대학 / 연구소)

사업 참여 대학(국제공동연구 계약) 사업 참여 기관(민간부담금 출자)

고려대학교 산하 기관

협력 기업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ALLEN INSTITUTE for
BRAIN SCIENCE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

LG이노텍

SAEHACOMMS

아이콘트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