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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소개 및 연혁

2018.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공고

2019. 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사업책임자: 이성환 교수)

2019. 0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신설

2019. 04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센터 설립

2019. 09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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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9    감태의 조교수 신규 임용

2019. 09    인공지능대학원 개원식 

2020. 03    서석진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 임용

2020. 09    최성준 조교수 신규 임용

2020. 09    초빙 해외석학 임용 (K.-R. Mueller, D. Shen)

연혁
History

인사말

안녕하세요!

첫돌을 맞이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저희 인공지능학과는 

지난 9월, 28명의 훌룡한 인재들과 함께 첫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박사급 AI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대학원 도약을 목표로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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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의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를 교환하였고, 

9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AI인재양성협의회(초대회장: 이성환 교수)’가 공식으로 발족되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개최될 예정인 ‘AI 심포지엄’에서는 ‘AI대학원’ 연구 성과를 처음으로 공동 발표하여 대중이 쉽게 AI를 이해하고 

기업관계자와 산·학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AI 연구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AI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학과와 함께 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전기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 과정 모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이 성 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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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학과 | 전임교원인공지능학과 | 전임교원

이성환

직위 : 정교수/IEEE Fellow,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Email: sw.lee@korea.ac.kr

Phone: 02-3290-3197

Laboratory: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Lab

연구 분야: 패턴인식, 머신러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성준경

직위 : 정교수

Email: jkseong@korea.ac.kr

Phone: 02-3290-5660

Laboratory: Brain Reverse Engineering by Intelligent Neuroimaging Lab

연구 분야: 뉴로이미징, 머신러닝 기반 뇌영상 분석

정원주

직위 : 정교수

Email: wchung@korea.ac.kr

Phone: 02-3290-4845

Laboratory: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Lab

연구 분야: 머신러닝, 신경정보처리

최성준

직위 : 조교수

Email: sungjoon-choi@korea.ac.kr

Phone: 02-3290-468245

Laboratory: Robot Intelligence Lab

연구 분야: 로보틱스, 딥러닝, 강화학습

이상근

직위 : 정교수

Email: yalphy@korea.ac.kr

Phone: 02-3290-3205

Laboratory: Data Intelligence Lab

연구 분야: 데이터 과학,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Christian Wallraven

직위 : 정교수

Email: wallraven@korea.ac.kr

Phone: 02-3290-5925

Laboratory: Cognitive Systems Lab

연구 분야: Psychophysics, Cognitive Robot

석흥일

직위 : 부교수

Email: hisuk@korea.ac.kr

Phone: 02-3290-5930

Laboratory: Machine Intelligence Lab

연구 분야: 기계학습, 뇌질환 진단 및 예측, 비침습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감태의

직위 : 조교수

Email: kamte@korea.ac.kr

Phone: 02-3290-4681

Laboratory: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Lab

연구 분야: 의료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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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학과 | 초빙 해외석학 / 겸임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원

김정현 | 정교수

Email: gjkim@korea.ac.k

Phone: 02-3290-3196

Laboratory: Digital Experience Lab.

민병경 | 부교수

Email: min_bk@korea.ac.kr

Phone: 02-3290-5928

Laboratory: Min Lab.

정지채 | 정교수

Email:  jcj@korea.ac.kr

Phone: 02-3290-3233

Laboratory: Optical Biosignal Processing Lab.

김동주 | 부교수

Email: dongjookim@korea.ac.kr

Phone: 02-3290-5929

Laboratory: Brain Lab.

박주영 | 정교수

Email: parkj@korea.ac.kr

Phone:  044-860-1444

Laboratory: AI Math Lab.

한재호 | 정교수

Email: hanjaeho@korea.ac.kr

Phone: 02-3290-5927

Laboratory: Bionics and Photonics Lab.

서석진 | 산학협력중점교수

Email: sjseo@korea.ac.kr

Phone: 02-3290-4280

Laboratory
인공지능학과 | 연구실 소개

인지 시스템 연구실 
(Cognitive System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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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owatzki, B., & Wallraven, C. (2020). 3FabRec: Fast Few-shot Face Alignment by Reconstruc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6110-6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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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25(5), 1898-1907.

지도교수 
Christian 
Wallraven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http://cogsys.korea.ac.kr

Klaus-Robert Mueller | 교수 Dinggang Shen | 교수

◈ 겸임교원

◈ 초빙 해외석학

◈ 산학협력중점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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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학과 | 연구실 소개인공지능학과 | 연구실 소개

의료 인공지능 연구실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Lab)

의료 인공지능 연구실에서는 딥러닝/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MRI, fMRI, EEG 등의 뇌영

상/뇌신호 분석을 통해, 뇌 네트워크의 이상상태를 검출하고 이를 기

반으로 알츠하이머 병, 자폐증 등의 다양한 뇌 질환을 진단하는 기술

을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다 정밀한 뇌 질환 진

단을 위한 1) 뇌영상/뇌신호 기반 뇌 네트워크 분석 기술, 3) 뇌 질환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딥러닝/기계학습 기법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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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ion,”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 Vol. 39, No. 2, pp. 478-487, 2020.

●  T.-E. Kam, X. Wen, B. Jin, Z. Jiao, L.-M. Hsu, Z. Zhou, Y. Liu, K. Yamashita, S.-C. Hung, W. Lin, H. Zhang, and D. Shen, and the UNC/

UMN Baby Connectome Project Consortium, “A Deep Learning Framework for Noise Component Detection from Resting-state Func-

tional MRI”, Proc.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 Assisted Intervention (MICCAI), Shenzhen, 

China, Oct 13-17, 2019.

●  T.-E. Kam, H. Zhang, B. Jing, X. Wen, W. Lin, D. Shen, for UNC/UMN Baby Connectome Project Consortium, “Deep Learning-based 

Automatic Noisy Component Detection for Automatic Resting-state fMRI Denoising,” Proc.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Rome, Italy, June 9-13, 2019

지도교수 
감태의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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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지능 연구실
(Machine Intelligence Lab)

●  Y. Ahn, J. S. Yoon, S. Lee, H.-l. Suk, J. Son, Y. Sung, B. Kang, and H. Kim, “Deep Learning Algorithm for Automated Segmentation and 

Volume Measurement of the Liver and Spleen Using Portal Venous Phase Computed Tomography Images,” Korean Journal of Radiology, 

Vol. 21, No. 8, pp. 987-997, 2020. 

●  E. Jun, A. W. Mulyadi, J. Choi, and H. -I. Suk, “Uncertainty-Gated Stochastic Sequential Model for EHR Mortality Prediction,”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in press, 2020. 

●  E. Jun, K-S, Na, W. Kang, J. Lee, H. -l. Suk, and B-J. Ham, “Identifying Resting-State Effective Connectivity Abnormalities in Drug-Naive 

Major Depressive Disorder Diagnosis via Graph Convolutional Networks,” Human Brain Mapping, in press, 2020. 

지도교수 
석흥일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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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지능 연구실은 뇌질환 조기 진단,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헬스케

어 등을 위한 의료 인공지능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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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및 영상 바이오마커 추출 및 뇌질환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을 개

발 중이며, (2)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고도화를 위한 EEG 신

호 분석 및 사람의 생각 및 뇌인지 상태를 추정 가능한 뇌인지 컴퓨

팅 기술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3) 전자건강기록(EHR) 시계열 데

이터 분석을 통한 환자의 질병 진행 경과 예측 및 위험 검출 기술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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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뉴로이미징 연구실 
(Brain Reverse Engineering by Intelligent Neuro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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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MRI 영

상 또는 PET 영상을 분석하여 치매의 원인이 되는 타우 또는 아밀로

이드의 진행 양상을 통계적으로 모델링하거나, 초기 치매환자의 치

매 전환을 예측하는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두번째로 뇌 커넥텀 

연구 그룹은 뇌 영상으로부터 뇌 기능적/구조적 커넥텀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상인의 뇌 기능 기전을 이해하거나 뇌 질환에서 발

생하는 특이적 변화 양상을 모델링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머신러닝 기반 뇌 영상 분석 그룹은 기존의 뇌 영상 처리 과

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최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기술

을 활용하여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뇌 종양 환자의 예후 예

측을 위해 멀티모달 MRI 영상을 분석하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하거나 

우울증 환자의 약물 반응성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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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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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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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성준경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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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학과 | 연구실 소개인공지능학과 | 연구실 소개

데이터 지능 연구실
(Data Intelligence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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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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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딥러닝 기

반 자연어처리, 지식·학습 융합 인공지능, 뉴널 네트워크 압축을 통

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차세대 지능형 서비스 개발, 개인화 서비

스 개발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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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Keun Lee, JongWoo Ha, Jung-Hyun Lee, “Portable communication terminal for extracting subjects of interest to the user, and a 

method therefor”, EPO Patent 2533430, March 11, 2020.  

●  Yeachan Kim, Kang-Min Kim, and SangKeun Lee, “Adaptive Compression of Word Embeddings”, Proc. of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CL), pp.3950-3959, Seattle, USA, July 2020.

●  Yeachan Kim, Kang-Min Kim, and SangKeun Lee, “Representation Learning for Unseen Words by Bridging Subwords to Semantic Net-

works”, Proc. of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Conference (LREC), pp.4774-4780, Marseille, France, May 2020.  

지도교수 
이상근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Natural Language Processing

Data-driven Artificial Intelligence

Neural Network Compression

http://dilab.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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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기계학습 연구실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Lab)

지도교수 
정원주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  Y. Park and W. Chung, “Frequency-Optimized Local Region Common Spatial Pattern Approach for Motor Imagery Classification”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PP(99):1-1 June 2019. 

●  Y. Park and W. Chung, “Selective Feature Generation Method Based on Time Domain Parameter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Filter-

Bank-CSP BCI Systems,” Sensors 19(17), 3769, August 2019. 

본 연구실에서는 기계 학습, 딥러닝방법론을 통하여 통계적 기계학

습 분야를 폭넓게 연구한다. 적용 분야는 뇌신호 분석 및 학습을 통한 

Brain-Computer interface분야, Few Shot learning 분야 이미지 생성 

및 변환, 음성 합성 및 분석 등 다양한 도메인의 여러 응용문제를 통

계적 기계학습 접근법으로 다룬다.

http://spl.korea.ac.kr/

●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 통계적 기계학습 기반의 다양한 적응적 심층학습 알고리즘 원천 기술 연구 

    : 다양한 적용신호 및 분야에 대한 응용연구 

● Brain-Computer Interface

    : 생각만으로 주변 기기 제어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처리 기술및 통계학습알고리즘 개발

    : 사용자 의도 인식을 위한 빅데이터 처리및 딥러닝 기반 학습 알고리즘 개발

● Few Shot Learning

    : 최소한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류 학습모델 및 알고리즘 연구

● Speech Recognition & Synthesis

    : 음향신호의 분리와 합성 알고리즘 연구

    : 음성인식과 합성 알고리즘 연구 

패턴인식 및 머신러닝 연구실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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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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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 Won, K.-R. Müller, and S.-W. Lee, “An Adaptive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 Enables Curling Robots with Human-

like Performance in Real World Conditions,” Science Robotics, Vol. 5, Issue 46,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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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이성환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http://pr.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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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지능 연구실
(Robot Intelligence Lab)

본 연구실에서는 학습 기반 방법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먼저 완벽하지 못한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도 학습 가능한 Ro-

bust Learning과 추론 결과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Reliable 

Learning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사람과 로봇이 효과적으로 교류

하는Human Robot Interaction에 대해 연구한다. 

● Reinforcement Learning

    : Sample efficient한 강화 학습 방법론 연구 

● Uncertainty Modeling

    : 학습 기반 방법론 사용 시에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 

● Robust and Reliable Learning

    : 학습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강인한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 추론 및 예측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학습 및 추론에 대한 연구 

● Human Robot Interaction

    : 사람과 로봇 사이의 효과적인 interaction에 대한 연구 

●  S. Choi, S. Hong, K. Lee, S. Lee, “Task Agnostic Robust Learning on Corrupt Outputs by Correlation-Guided Mixture Density Network,” 
Conf.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0.

●  S. Choi, M. Pan, J. Kim, “Nonparametric Motion Retargeting for Humanoid Robots on Shared Latent Space,” Robotics: Science and 

Systems, 2020. 

●  K. Lee, S. Kim, S. Lim, S. Choi, M. Hong, J. Kim, Y. Park, S. Oh, “Generalized Tsallis Entropy Reinforcement Learning and Its Application 

to Soft Mobile Robots,” Robotics: Science and Systems, 2020.

지도교수 
최성준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https://sites.google.com/view/sungjoon-choi

◆  교원 인사 (2020년 9월 1일자)

최성준 교수
(조교수 임용)

Klaus-Robert Mueller 교수
(초빙 해외석학) 

Dinggang Shen 교수
(초빙 해외석학) 

◆ 광주과학기술원과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 체결

2020년 4월 7일 고려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은 인공지능 분야 협력

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 및 인력교

류,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교류 및 자원 공유, 인공지능 분야의 

성과확산 및 스타트업 육성 및 기타 인공지능 분야의 상호발전과 우호증

진을 통해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협약은 두 

대학 간의 인공지능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본 협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었다.

◆ 한국의 인공지능대학원: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AI 타임즈의 ‘한국의 인공지능대학원: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특집 기사입니다. 본 AI 

대학원은 최근 5년간 AI 분야 최우수 SCI 저널 논문 64건과 국내 90건 이상의 특허 출원을 

발표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9월 조교수 부임 예정인 최성준 박사의 합류로 

한층 젊어질 예정이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링크: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14#reply

◆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4단계 BK21 인공지능교육연구단에 선정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양성 및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한 「4단계 두뇌한국21(BK21 FOUR : Brain Korea 21 

Fostering Outstanding Universities for Research)」사업에 예비 선정되었다.

4단계 사업에서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성과의 질

적 평가를 80%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대학 본부 중심의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원 

혁신 영역 평가를 별도로 실시했다.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하여, 교육연구단의 융·복합 연

구 및 산·학 협력 계획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됐다. 고려대 인공지능학과는 혁신인재양성 사

업의 ‘인공지능’ 분야 신사업분야 교육연구단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9월부터 향후 7년간의 

‘4단계 BK21’ 석·박사 양성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기사는 https://www.etnews.com/202008060001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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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이성환 교수팀 AI 컬링 로봇 개발... Science Robotics에 게재

이성환 교수팀의 인공지능 컬링 로봇이 불안정한 빙판에서 선수처럼 컬링 경기 수행할 

수 있으며, 로봇이 인간 수준으로 적응하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했다는 기사입니다.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선보인 인공지능 컬링 로봇과 실제 발생하는 오차 정보를 학습

하여 적용한 기술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환경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숙련된 인간 수준으로 해결,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

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사 링크: https://www.etnews.com/20200923000169 

◆  국가대표급 실력 AI 컬링 로봇 나왔다

이성환 교수팀의  AI로봇 ‘컬리’ 연구 논문인 ‘An adaptive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 enables curling robots with human-like performance in real-world conditions’

의 사이언스 로보틱스 발표에 대한 기사입니다. AI 기술(심층 강화 학습)이 최근 크게 발

전하면서 재학습 없이도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용하는 로봇 훈련 방법을 개발했다는 내

용입니다.

기사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0058

◆  Wall Street Journal, A Robot Beats Humans at Their Own Game-This Time on the Ice

2020년 9월 24일자

1면, 12면 기사

이하 기사 링크: https://www.wsj.com/

articles/a-robot-beats-humans-at-

their-own-gamethis-time-on-the-

ice-11600890345

◆ Nature의 Research Highlights에 인공지능 컬링로봇 연구 성과 선정

Artificial intelligence helps to propel a machine to victory in an Olympic sport described as ‘chess 

on ice’.

A robot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n excel at the Olympic sport of curling ― and even 

beat top-level human teams.

Players in a curling match slide stones across an ice rink towards targets. Success requires preci-

sion and strategy, but the game is less complex than other real-world applications of robotics. That 

makes curling a useful test case for AI technologies, which often perform well in simulations but falter 

in real-world scenarios with changing conditions.

Using a method called adaptive deep reinforcement learning, Seong-Whan Lee and his colleagues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created an algorithm that learns through trial and error to adjust a robot’s throws to account for changing 

conditions, such as the ice surface and the positions of stones.

이하 기사 링크: http://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2723-5

연 · 구 · 소 · 개

◆  이성환 교수의 논문, Science Robotics에 게재 허가 

‘An adaptive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 enables curl-

ing robots with human-like performance in real-world conditions’가 

IF 상위 18.684 (Robotics 분야 28개 저널 중 1위, 상위 3.5%)  저널인 

Science Robotics에 게재 허가 되었다.

◆  이성환 교수의 논문, Pattern Recognition에 게재 허가

촬영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1인칭 영상에서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Three-Stream Fusion 

Network for First-Person Interaction Recognition의 연구 논문에

서는 1인칭 비디오와 optical flow를 기반으로 target appearance, 

target motion, ego-motion 3가지 stream을 만들어 각 특징 추출 

및 융합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여 다양한 특징 정보를 학습해 성능

을 높였다.

◆  이상근 교수의 논문, ACL2020에 발표 

이상근 교수 연구실의 새 연구, ‘Adaptive Compression of Word Embeddings’
이 자연언어처리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인 ACL2020에 발표 허가

되어 온라인 발표를 마쳤다. 해당 논문 “Adaptive Compression of Word Embed-

dings”은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CL 

2020)에 게재되었으며, 단어 벡터의 메모리 크기를 작업의 중요도에 따라 적응적

으로 압축을 한다는 연구 논문이다.

최우수 컨퍼런스 논문

최우수 저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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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환 교수의 논문, Pattern Recognition에 게재 허가

A Novel Online Action Detection Framework from Untrimmed Video Stream의 제

목의 연구 논문은 실시간 영상에서의 액션 감지 문제는 하나 이상의 액션이 존재하고 

과거와 현재 데이터만을 가지고 액션을 구분해야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는 것을 감안,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액션을 시간 순으로 나열된 하위 클래스들의 집합으

로 간주하고 미래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새로운 온라인 액션 감

지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였다.

◆  이성환 교수의 논문,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에 게재 허가

Brain-Controlled Robotic Arm System based on 

Multi-Directional CNN-BiLSTM Network using EEG 

Signals의 제목의 연구 논문은 다양한 상지 움직임

을 상상 했을 때의 뇌 신호를 디코딩하여 로봇팔의 

High-Level Tasks(예. 물 마시기, 물건 옮기기 등)가 

가능한 뇌-로봇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

구로 딥러닝 기술기반 뇌 신호에서 x, y, z축의 움직임 속도 프로파일을 실시간으로 예측하여, 3차원 6방향의 다양한 팔 뻗기 방향을 분

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  석흥일 교수의 논문,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에 게재 허가

전자건강기록(EHR) 데이터 내의 결측값 추정 및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환자 상태 예측 알고리즘 개발 연구 논문인 ‘Uncertainty-Gated Stochastic Sequential 

Model for EHR Mortality Prediction’을 Computer Science, Theory and Methods 분

야 권위 있는 학술지인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에 게

재하였다.

연 · 구 · 소 · 개

◆  C. Wallraven 교수의 논문,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
bilitation Engineering에 게재 허가

‘EEG-based Prediction of Successful Memory Formation during Vocabulary Learning’가 Reha-

bilitation 분야 56개 저널 중 5위 저널인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

ing에 게재 허가되었다.

Research Outcome
(2020. 03 - 2020. 08) 

논문게재 (JCR 2019 기준 상위 10% 이내 및 Top 컨퍼런스 논문)

대표저자 논문 제목 / 요약 저널명

석흥일

Uncertainty-Gated Stochastic Sequential Model for EHR Mortality Prediction:

전자건강기록(EHR) 데이터 내의 결측값 추정 및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환자 상태 예측 알고리즘 

개발 연구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이상근

Adaptive Compression of Word Embeddings:

단어 벡터의 메모리 크기를 작업의 중요도에 따라 적응적 압축 수행에 관한 연구

Proceedings of the 58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ersonalizing Large-scale Text Classification by Modeling Individual Differences:

텍스트를 개인의 성향에 맞게 다르게 분류하는 기술 제안

Proceedings of the 35th Annual ACM 

Symposium on Applied Computing

Representation Learning for Unseen Words by Bridging Subwords to Semantic Networks:

학습 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를 효과적으로 임베딩하는 연구

Proceedings of The 12th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Conference

이성환

An Adaptive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 Enables Curling Robots with Human-like 

Performance in Real-world Conditions:

실세계 환경에서 컬링 로봇에게 인간 수준의 성능을 가능케 하는 적응형 심층 강화 학습 기술 연구

Science Robotics

A Novel Online Action Detection Framework from Untrimmed Video Streams:

액션을 시간 순으로 나열된 하위 클래스들의 집합으로 간주하고 미래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새로운 온라인 액션 감지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 연구

Pattern Recognition
Three-Stream Fusion Network for First-Person Interaction Recognition:

1인칭 비디오와 optical flow를 기반으로 target appearance, target motion, ego-motion 3가지 stream을 

만들어 각 특징 추출 및 융합시키는 방법을 제안, 다양한 특징 정보 학습 및 1인칭 상호작용 인식 성능을  

높인 연구

Brain-Controlled Robotic Arm System based on Multi-Directional CNN-BiLSTM Network using EEG 

Signals: 

딥러닝 기술기반 뇌 신호에서 x, y, z축의 움직임 속도 프로파일을 실시간으로 예측하여, 

3차원 6방향의 다양한 팔 뻗기 방향을 분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연구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C. Wallraven
EEG-based Prediction of Successful Memory Formation during Vocabulary Learning:

외국어 학습의 적용 맥락 안에서 이후의 기억력 예측 조사에 관한 연구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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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또는 

출원 번호

석흥일 딥러닝 기반 뇌 질환 진단 방법 10-2125127

이상근

Portable Communication Terminal for Extracting Subjects of Interest to the Use, and a Method Therefor 2,533,430(유럽특허)

사용자 관심사를 반영한 문맥 광고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 및 그 방법 10-2122883

이성환

조종사 정신적 과부하 상태 검출 장치 및 그 방법 10-2122976

조종사의 졸음 상태 감지 및 누적 분석을 활용한 졸음 예방 시스템 및 방법 10-2108515

컬링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가상 컬링 경기수행 방법 10-2091782

보행자 상태 기반의 보행자와 차량간 충돌 경고 시스템 및 그 방법 10-2099265

청각 자극 기반 수면 유도 시스템 및 그 방법 10-2114373

뇌파 측정을 위한 투과막 기반 반건식 전극 10-2123065

C. Wallraven 다기능 신경망 설계를 활용한 혈관 탐지 및 망막부종 통합 진단 모듈 10-2143940

특허 등록

교수_학술활동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석흥일

2020.07.03 2020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심포지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뇌연구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현황 및 

방향 소개
한국

2020.07.09 2020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워크샵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닉스연구단,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지능형 BCI를 위한 고성능 의도 인식이 

가능한 딥러닝 기술 개발 및 응용
한국

이성환

2020.04.29
2020 봄 카오스강연 

<첨단기술의 과학>
카오스재단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사람의 마음을 읽다
한국

2020.06.16 고려대학교 기술경영 최고경영자과정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및 전망 한국

2020.07.06 2020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심포지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AI와 인재양성 한국

2020.08.13 남양주 고대명품아카데미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및 전망 한국

C. Wallraven

2020.06.14 - 19 CVPR 2020 Computer Vision Foundation
3FabRec: Fast Few-shot Face 

Alignment by Reconstruction
미국

2020.06.23 - 07.03 OHBM 2020 Annual Meeting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Functional Connectivity-based 

Decoding of Game Performance
캐나다

The 9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2021)

- 주최: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Machine Learning Group of Technische Universität Berlin

- 주관: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 후원:  IEEE Systems, Man, and Cybernetics Society TC on Brain-Machine Interface Systems,  

IEEE Brain Initiative 외

- 일시: 2021년 2월 22일(월) - 24일(수)

- 장소: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 홈페이지: https://bci.korea.ac.kr

The 6th Asi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ACPR2021)

- 주최: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 주관: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 후원: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센터

-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 12일(금) (예정)

- 장소: ICC 제주

2021학년도 전기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사/석·박사통합/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 지원서 접수(인터넷): 2020년 10월 5일(월) - 19일(월) 

- 지원서 제출(우편/방문): 2020년 10월 5일(월) - 20일(화) 

- 구술 시험(면접전형): 2020년 11월 14일(토) 

- 합격자 발표: 2020년 12월 10일(목)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