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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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입학설명회 개최

2019. 04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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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2019학년도 가을학기 인공지능학과  

석박통합과정 및 박사 과정 28명 선발 

2019. 09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개강

2019. 09    감태의 조교수 신규 임용

2019. 09    인공지능대학원 개원식 

2020. 03    서석진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 임용

연혁
History

인사말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저희 인공지능학과는 지난 9월, 28명의 훌룡한 인재들과 

함께 첫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Top 20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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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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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후기 신입생 모집에도 역량 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

니다.

두 번째 학기를 맞이하는 저희 인공지능학과와 함께 활기 넘치는 2020년 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이 성 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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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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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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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임 / 산학협력중점 교원

강재우 | 정교수

Email: kangj@korea.ac.kr

Phone: 02-3290-4840

Laboratory: Data Mining and Information System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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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준 | 정교수

Email: sjbaek@korea.ac.kr

Phone: 02-3290-4847

Laboratory: System Intelligence & Net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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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 조교수

Email: hyunwoojkim@korea.ac.kr

Phone: 02-3290-4604

Laboratory: Machine Learning and Vision Lab.

박주영 | 정교수

Email: parkj@korea.ac.kr

Phone:  044-860-1444

Laboratory: AI Math Lab.

임희석 | 정교수

Email: limhseok@korea.ac.kr

Phone: 02-3290-2396

Laboratory:  Natual Language Processing & AI Lab. 

주창희 | 부교수

Email: changhee@korea.ac.kr

Phone: 02-3290-4605

Laboratory: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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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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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 
Wallraven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http://cogsys.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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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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

tion,”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 39(2), pp. 478-487,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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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감태의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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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지능 연구실
(Machine Intelligence 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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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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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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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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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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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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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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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이성환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http://pr.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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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시간)

XAI502 확률과통계 정원주 3.0(3.0)

XAI504 선형대수(영강) 성준경 3.0(3.0)

XAI506 딥러닝(영강) 감태의 3.0(3.0)

XAI607 고급딥러닝(영강) 석흥일 3.0(3.0)

XAI609 고급자연언어처리(영강) 이상근 3.0(3.0)

XAI612 고급신경망 박주영 3.0(3.0)

XAI706 창의학습프로젝트I(영강) 이성환, C. Wallraven, S. K. Prabhakar 3.0(3.0)

XAI707 창의학습프로젝트II(영강) 이성환, C. Wallraven, S. K. Prabhakar 3.0(3.0)

◆ 2020년 1학기 개설 과목

◆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 임용 (2020년 3월 1일자)

◆  2020년 전기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 2020학년도 후기 인공지능학과  
    석·박사통합/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  이성환 교수, 중국 컴퓨터학술대회서 기조 강연 초청

◆  선형대수-심층신경망-기계학습…주제는 달랐지만 열기는 뜨거웠다.

◆  이성환 교수, 고려대학교 <KU 명예의 전당>에 등재

◆  이성환 교수, Microsoft 우수 연구상 수상

서석진 교수

2019년 12월 23일(목)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 동안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601호에서 2020년 전기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신입생 오리엔테

이션이 개최되었다. 

- 지원서 입력: 2020년 4월 1일(수) - 8일(수) 

- 서류 접수: 2020년 4월 1일(수) - 10일(금) 

- 구술 시험: 2020년 5월 9일(토) 

- 합격자 발표: 2020년 6월 12일(금)

전 세계 9,000명 이상의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2019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쑤조우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년 중국 컴퓨터학술대회(CNCC2019)에 기조 강연자로 초

청 받은 이성환 교수가 “Learning Machines can Curl”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하였다. 

학술대회 링크: https://cncc.ccf.org.cn/

산학협력을 통한 실용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려대 인공지능학과의 기사이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산학협

력에 중점을 두고 산업현장과 창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

업을 모두 다루어 타교의 인공지능학과와는 차별화하였다. AI

의 핵심인 기계학습을 강의하는 본 인공지능학과 석흥일 교수

가 소개되었다.

관련 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

view/31795

2020년 2월에 제정된 고려대학교 <KU 명예의 전당>에 이성

환 교수가 등재되었다. <KU 명예의 전당>은 한국과학기술한림

원 등 저명 학술기관의 회원으로 등록되거나, 저명 학술상을 수

상하여 본교를 빛낸 연구자를 소개함으로서 고려대학교의 연

구 역량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관련링크: http://www.korea.ac.kr/mbshome/mbs/univer-

sity/subview.do?id=university_040700000000

2019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Mi-

crosoft Research Asia Academic Day 2019에서 이성환 교수

의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the Transfer from Simu-

lation to the Real World with Uncertainties for AI Curling Robot 

System’ 연구가 우수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관련 링크: https://www.microsoft.com/en-us/research/

event/msra-academic-day-2019/#!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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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utcome
(2019. 09 - 2020. 02) 

논문게재 (JCR IF 상위 10% 및 Top 컨퍼런스 논문)

교수_학술활동

대표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석흥일
Toward an Interpretable Alzheimers Disease Diagnostic Model with Regional Abnormality 

Representation via Deep Learning
NeuroImage

성준경
Staging and Quantification of Florbetaben PET Images using Machine Learning: 

Impact of Predicted Eegional Cortical Tracer Uptake and Amyloid Stage on Clinical Outcomes

Europ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이상근

From Text Classification to Keyphrase Extraction for Short Text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Data 

Personalizing Large-scale Text Classification by Modeling Individual Differences ACM Symposium on Applied Computing

이성환

Decoding Movement-Related Cortical Potentials based on Subject-Dependent and 

Section-Wise Spectral Filtering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Few-Shot Learning with Geometric Constraints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Subject-Independent Brain-Computer Interfaces Based on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A Subject-Transfer Framework based on Single-Trial EMG Analysis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Error Correction Regression Framework for Enhancing the Decoding Accuracies of Ear-EEG 

Brain-Computer Interfaces
IEEE Trans. on Cybernetics

Coarse-to-Fine Deep Learning of Continuous Pedestrian Orientation Based on Spatial 

Co-occurrence Feature

IEEE Tra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Cascaded MultiTask 3-D Fully Convolutional Networks for Pancreas Segmentation IEEE Trans. on Cybernetics

Comparative Analysis of Features Extracted from EEG Spatial, Spectral and Temporal Domains for 

Binary and Multiclass Motor Imagery Classification
Information Sciences

Learning Machines can Curl - Adaptive Deep Reinforcement Learning enables the robot Curly to 

win against human players in an icy world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Conference

Relative Attributing Propagation: Interpreting the Comparative Contributions of Individual Units in 

Deep Neural Networks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석흥일

2019.10.13.-10.19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Aided 

Intervention

The MICCAI Society Area Chair 중국

2019.10.13.-10.19
10th International Workshop on Machine 

Learning in Medical Imaging
The MICCAI Society Co-organizer 중국

2019.10.17.-10.19
2019 China-Korea Frontier Symposium on 

Aritificial Intelligence and Brain Science

상해 교통대학교 

인공지능 연구소

Toward Interpretable Deep Models 

in Brain Data Analysis 
중국

2019.11.22.-11.24
19th China-Japan-Korea Joint Workshop 

on Neurobiology and Neuroinformatics
Chongqing University

Toward Interpretable Deep Models 

for Neuroimaging Data 
중국

교무 및 학과 소식교무 및 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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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근 교수의 논문, ACM Symposium on Applied 
Computing에 발표 허가

◆  석흥일 교수의 논문, NEUROIMAGE에 게재 허가

◆  성준경 교수의 논문, Europ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에 게재 허가

◆  이성환 교수의 논문,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에 게재 허가

◆  이성환 교수의 논문, CVPR2020에 발표 허가

◆  Wallraven 교수의 논문, CVPR2020에 발표 허가

이상근 교수의 새 연구, 'Personalizing Large-Scale Text Classification 

by Modeling Individuals Differences'가 컴퓨터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컨

퍼런스인 ACM Symposium on Applied Computing에 발표 허가되었다. 

본 논문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체코 공화국 브르노에서 개최되

는 The 35th ACM/SIGAPP Symposium On Applied Computing에서 발

표될 예정이다. 

석흥일 교수의 새 연구, “Toward an 

Interpretable Alzheimer’s Disease Diag-

nostic Model with Regional Abnormally 

Representation via Deep Learning”가 IF 

상위 9%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129개 저널 중 11

위) 저널인 NEUROIMAGE에 게재 허가 되

었다.

성준경 교수의 새 연구, "Staging and 

Quantification of Florbetaben PET Images 

using Machine Learning: Impact of Pre-

dicted Regional Cortical Tracer Uptake 

and Amyloid Stage on Clinical Outcomes"

가 IF 상위 5% (Radiology, Nuclear Medi-

cine & Medical Imaging 분야 129개 저

널 중 6위) 저널인 Europ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에 게재 허가 되었다. 

이성환 교수의 새 연구, "Few-Shot 

Learning with Geometric Constraints"가 IF 

상위 0.97% (Computer Science, Theory 

and Methods 분야 104개 저널 중 1위) 저

널인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

works and Learning Systems에 게재 허

가 되었다.

‘Uncertainty-Aware Mesh Decoder for High Fidelity 3D Face Recon-

struction’이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식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

회인 CVPR2020에 발표 허가되었다. 본 논문은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2020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

tion Conference 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C. Wallraven 교수님 연구실의 새 연구,  '3FabRec: Fast Few-shot 

Face Alignment by Reconstruction'이 컴퓨터 비젼 및 패턴인식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인 CVPR2020에 발표 허가되었다. 본 논문은 6

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2020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onference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연 · 구 · 소 · 개

<최우수 컨퍼런스 논문> <최우수 저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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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등록 번호

성준경

아밀로이드 페트(PET) 영상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치매의 병기 측정 방법 및 장치 10-2051666

아밀로이드 양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매 진행을 예측하여 분류하는 방법 및 장치 10-2064811

이상근 Apparatus and Method for Extracting Semantic Topic US 10,423,723 B2

이성환

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마취 및 의식 심도 모니터링 방법 및 장치 10-2045559

조종사 상태의 통합 감시 제어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조종사의 임무 수행 능력 유도 방법 10-2045569

뇌 신호를 추정하여 사용자 의도를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구현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10-2029219

컬링 경기 전략 생성 장치 및 그 방법 10-2045566

딥러닝에 기반한 컬링 경기 전략 추천 장치 및 그 방법 10-2045567

C. Wallraven 위급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예측 시스템 10-2045570

특허 등록

연구성과연구성과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이성환

2019.09.19 제5회 인공지능 국제포럼 시사저널
인공지능과 로봇의 만남: 심층 강화 

학습 기반 인공지능 컬링 로봇
한국

2019.09.24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초청 세미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및 전망 한국

2019.09.24 신한 Insight 포럼 신한은행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설명 가능한 금융 AI 기술
한국

2019.09.28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Recent Advances and Future 

Prospects of BMI in Neuroreha-

bilitation

한국

2019.10.10
2019 SPRi Fall 컨퍼런스 - 인공지능이 주도

하는 미래 한국: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육성 한국

2019.10.11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전문가 과정 현대자동차그룹 AI Business Strategy 한국

2019.10.15 고려대학교 기술경영 최고경영자과정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및 전망 한국

2019.10.16 HDC 아이콘트롤스 강연 HDC 아이콘트롤스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및 전망 한국

2019.10.17.-10.19
2019 China-Korea Frontier Symposium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rain Science

상해 교통대학교 

인공지능 연구소

Recent Advances and Future 

Prospects of Brain-Computer 

Interface

중국

2019.10.18 China National Computer Congress 2020
China National Computer 

Congress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Turn-based Strategy Games in 

Real World 

중국

2019.10.25 DGIF 2019 DGIST

Learning Machines Can Curl - 

Adaptive Deep Reinforcement 

Learning Enables the Robot Curly 

to Win Against Human Players in an 

Icy World

한국

2019.10.30
Facebook-Korea University Research 

Collaboration

Facebook, 

Korea University

Mind-Reading Technology: 

Brain-Computer Interface
한국

2019.12.06 부경대 인공지능 연구소 워크샵
부경대학교 

인공지능 연구소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현황 및 전망 한국

2019.12.10 NeurIPS 2019

The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Foundation

Learning Machines can Curl - 

Adaptive Deep Reinforcement 

Learning Enables the Robot Curly 

to Win against Human Players in an 

Icy World

캐나다

2020.01.15 AIIA(AI Is Anywhere) 조찬 포럼 지능정보산업협회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현황 및 전망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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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및 세미나

Distinguished Lecture

제목: AI as Automation of Cognitive Tasks

연사:  Anatole Gershman 교수  

(Carnegie Mellon University)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오후 3시 30분

장소: 우정정보관 604호

제목: Hypernetworks: A Versatile and Powerful Tool

연사:  Lior Wolf 박사  

(Facebook AI Research)

일시: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5시

장소: 우정정보관 604호

제목:  Data Augmentation for Improved  

Regularization and Invariance Learning

연사:  Alex Hernandez-Garcia 연구원  

(University of Osnabr‥uck)

일시: 2019년 11월 4일(월) 오전 11시

장소: 우정정보관 604호

학술활동 후기

이송은 (석박사통합과정)

학회명: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2019 

기간: 2019.12.09-12.12

장소: Los Angeles, USA

나승협 (박사과정)

학회명: Thirty-Fourth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기간: 2020.02.07-02.12

장소:  New York, USA

2019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The Westin Bonaventure 

Hotel & Suites 호텔에서 개최된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2019에 참석하였다. 학회 참석을 통해 12일 텍스트 분류 문제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는 From Text Classification to Keyphrase Extraction for Short Text 영어 

논문 발표를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들 앞에서 진행했다. 이외에도 양질의 데이

터를 수집하는 기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

술, 누락되거나 결함이 있는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술 등 여러 최신 기술들에 대

한 발표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기술은 연구 주제와 연관이 있

는 고객 데이터 또는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기반 지능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하이퍼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써 기술적 연구뿐

만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로의 확장연구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이처럼 빅데

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보면서 데

이터 활용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2월 7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Thirty-Fourth AAAI Con-

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 참석하였다. Stock AI 관련 workshop 및 tuto-

rial 에서 time-series prediction 연구의 기초와 트렌드를 숙지하고 비슷한 연구

하시는 분들의 오랄 발표와 포스터 발표에 참석하여, 관련 연구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가치성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 수 있

었다. Invited Talk session에서 세계적인 인공지능분야의 권위자인 벤지오 교수

의 전반적인 인공지능분야의 트렌드와 미래방향성에 대한 유익한 강연을 들었

던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다. 학회장을 가득 메우는 

연구자들의 열정적인 학구열을 몸소 느낄 수 있었으며, 연구에 대한 욕구가 솟

구쳐 오르는 좋은 경험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