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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인사말

안녕하세요!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운데, 디지

털 뉴딜의 핵심 과제인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하여 우리 인공

지능학과의 모든 구성원들은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인공지능(AI) 역량 결집을 통해 해외 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는 최고 수

준의 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 중심의 최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구심점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본 학과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AI혁신

허브 사업이 선정되면서 대학중심의 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2025년까지 개방

형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도전형 인공지능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될 예

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연구소가 인공지능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어 인공

지능혁신허브 사업의 중심점으로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총 203개 국내외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 시도기관이 참여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연

구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하여 활발한 연구 및 인적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긴밀한 AI 

연구 협력을 수행, 미래 AI 분야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본 학과와 함께 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전기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 과정 모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이 성 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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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Artificial Intelligence 
HISTORY

2018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공고

2019  
0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사업책임자: 이성환 교수)

04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신설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센터 설립

09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개강 

감태의 조교수 신규 임용 

인공지능대학원 개원식 

2020  
03월    서석진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 임용

09월     최성준 조교수 신규 임용 

K.-R. Müller, D. Shen 초빙해외석학 임용

12월     인공지능대학원 심포지엄 개최

2021  
03월    김상필 조교수 신규 임용

0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혁신허브 사업 선정 

(사업책임자: 이성환 교수) 

09월   이병준 조교수 신규 임용

           장경환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 임용

학과 소개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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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산학연 글로벌 네트워크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인공지능 핵심 기술 개발 및 고도의 학술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에게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스스로 학

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학문으로써, 현재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전세계

적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연구에 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해외 유수 대학들 또

한 AI 대학 및 연구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본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서는 10명의 전임교수를 바탕으로 기초전

공-기반전공-심화전공-산학·창업연계 수업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AI 핵심 교과 과정을 개설하여,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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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금융, 지능형 에이전트, 게임, 자율주행, 국방을 포함하는 AI+X 특화 분야 중심의 인공지능 특화 교

육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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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의료 인공지능 연구실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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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감 태 의

의료 인공지능 연구실에서는 딥러닝/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헬스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MRI, fMRI, EEG 등의 뇌영상/뇌신호 분석

을 통해, 뇌 네트워크의 이상상태를 검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알츠하이머 병, 자폐증 등의 다양한 뇌 질환을 진단

하는 기술을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다 정밀한 뇌 질환 진단을 위한 1) 뇌영상/뇌신호 기반 

뇌 네트워크 분석 기술, 3) 뇌 질환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딥러닝/기계학습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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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Email: kamte@korea.ac.kr     Phone: 02-3290-4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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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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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al MRI”, 

Proc.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 Assisted Interven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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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ic Noisy Component Detection for Automatic Resting-state fMRI Denoising,” Proc.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2019.

연구실 소개

인지 시스템 연구실
Cognitive Systems Lab

지도교수 

Christian Wallr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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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ical 

applications. In the lab, we apply this combined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http://cogsys.korea.ac.kr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Email: wallraven@korea.ac.kr     Phone: 02-3290-5925

●  B. Browatzki, & C. Wallraven, “3FabRec: Fast Few-shot Face Alignment by Reconstruc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0.  

●  J. Uijong, & C. Wallraven, “Manipulating and Decoding Subjective Gaming Experience during Active Gameplay: A Multivariate, Whole-brain 

Analysis”. NeuroImage, 2019.

●  J. Uijong, J. Kang, & C. Wallraven, “You or me? Personality traits predict sacrificial decisions in an accident situation”. IEEE Trans. on Visual-

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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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기계 지능 연구실
Machine Intelligence Lab

Email: hisuk@korea.ac.kr     Phone: 02-3290-5930

지도교수 

석 흥 일

기계지능 연구실은 뇌질환 조기 진단,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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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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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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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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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  W. Jung, E. Jun, and H.-I. Suk, “Deep Recurrent Model for Individualized Prediction of Alzheimer’s Disease Progression,” NeuroImage, 

2021.

●  J. Lee*, W. Ko*, E. Kang and H.-I. Suk, “A Unified Framework for Personalized Regions Selection and Functional Relation Modeling for Early 

MCI Identification,” NeuroImage, 2021.

●  W. Ko, E. Jeon, S. Jeong, and H.-I. Suk, “Multi-Scale Neural network for EEG Representation Learning in BCI,” IEEE Computational 

Intelligence Magazine,  2021.

● AI in Brain-Computer Interface ● AI in Neuroinformatics ● AI in Healthcare

● AI in Medical/Computer Vision ● Machine/Deep Learning

● Combining Text and Vis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텍스트와 비전 정보를 융합하여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 개발

● Deep Generative Model with Multimodal Information

    : 음성, 텍스트, 이미지와 같이 서로 다른 도메인 정보를 이용하는 딥러닝 기반 생성 모델 연구

● Deep Learning based Pattern Recognition

    : 데이터 패턴을 딥러닝으로 분석하여 상품의 수요도 또는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개발

● Understanding 3D Space for Metaverse

    :  메타버스 생태계를 위한 3차원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및 실사 수준의 가상환경 구현 연구 

연구실 소개

컴퓨터 비전 연구실
Computer Vision Lab

지도교수 

김 상 필

본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하나의 AI 모델로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

행한다.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비전에 관한 딥러닝 알고리즘 개

발,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미래 예측 모델 연구, 3D 정보를 이용하는 딥러닝 모델 및 학습 방법 연구, 그리고 

딥러닝 트레이닝을 위한 효과적인 거대한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진 Dynamic Vision Sensor를 이용한 Hand Pose 예측 및 기존 카메라의 빠른 피사체에 대한 Mo-

tion Blur 개선을 연구한다.

https://kuaicv.com

최근 대표 성과

주요 연구 분야

Email: spk7@korea.ac.kr     Phone: 02-3290-4683

●  S. Kim, H. Chi, X. Hu, A. Vegesana, K. Ramani, “First-Person View Hand Segmentation of Multi-Modal Hand Activity Video Dataset”, British 

Machine Vision Conference, 2020.

●  S. Kim, H. Chi, K. Ramani, “Object Synthesis by Learning Part Geometry with Surface and Volumetric Representations”, Computer-Aided 

Design 130, 2020.

●  S. Kim, H. Chi, X. Hu, Q. Huang, K. Ramani, “A Large-scale Annotated Mechanical Components Benchmark for Classification and Retrieval 

Tasks with Deep Neural Networks”,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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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연구실 
Decision Making Lab

  Email: byungjunlee@korea.ac.kr     Phone: 02-3290-5920

●  Offline Reinforcement Learning

      : 온라인 상호작용 없이 정해진 데이터셋으로부터 높은 성능의 의사결정 정책을 최적화하는 연구

●  Machine Learning/Reinforcement Learning in Non-stationary Environments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계학습 및 강화학습 연구

●  Manufacturing Process Automation/Optimization

     :  모방학습 및 강화학습 기법들에 기반하여 반도체, 철강 등 첨단제조공정의 도메인 전문가의 조업을 자동화, 나아가 더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의 연구개발

지도교수 

이 병 준

본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실 세계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순차적 의사결정 모델과 알고리즘의 개

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는 다목적, 제약조건, 안전성, 샘플 효율성, 비정상성, 설명가능성 등 

다양한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하는 학습 모델 및 강화학습/모방학습 알고리즘들의 개발과 이들의 응용 문제로

의 적용을 연구한다. 최근에는 대화 시스템, 전력 망 관리, 공정 최적화와 같은 응용 분야들을 주로 고려하여, 여

타 기계학습 기법들을 접목하여 의사결정 성능을 고도화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https://dmlab.korea.ac.kr/

주요 연구 분야

연구실 소개

최근 대표 성과

●  B. Lee, J. Lee, K. Kim, “Representation balancing offline model-based reinforcement learn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

resentations, 2020.

●  B. Lee, J. Lee, P. Vrancx, D. Kim, K. Kim, “Batch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yperparameter gradient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2020.

●  B. Lee, S. Hong, K. Kim, “Residual neural processes”,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0.

연구실 소개

지능형 뉴로이미징 연구실
Brain Reverse Engineering by Intelligent Neuroimaging Lab

Email: jkseong@korea.ac.kr     Phone: 02-3290-5660

지도교수 

성 준 경

본 연구실은 총 3개의 연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뉴로이미징 그룹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발달성 뇌질환 

뇌 영상을 기반으로 질병의 조기 진단 또는 환자의 예후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MRI 영상 또는 PET 영상

을 분석하여 치매의 원인이 되는 타우 또는 아밀로이드의 진행 양상을 통계적으로 모델링하거나, 초기 치매환자

의 치매 전환을 예측하는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두번째로 뇌 커넥텀 연구 그룹은 뇌 영상으로부터 뇌 기능

적/구조적 커넥텀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상인의 뇌 기능 기전을 이해하거나 뇌 질환에서 발생하는 특이

적 변화 양상을 모델링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기반 뇌 영상 분석 그룹은 기존의 뇌 영

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최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하는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뇌 종양 환자의 예후 예측을 위해 멀티모달 MRI 영상을 분석하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하거나 우울

증 환자의 약물 반응성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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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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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

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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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패턴인식 및 머신러닝 연구실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Lab

Email: sw.lee@korea.ac.kr     Phone: 02-3290-3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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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이 성 환

IEEE Fellow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본 연구실은 총 3개의 연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컴퓨터 비전 그룹은 카메라 기반 다양한 상황 및 객체 인

식을 목표로 수화, 대화형 표정, 객체, 원거리 얼굴, 휴먼 행동 인식 등과 유먼 상호작용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또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룹은 뇌 신호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발을 

목표로 뉴로 드라이빙, 웨어러블 로봇 제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펠러 등을 연구 중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

능 그룹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료, 금용 등)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목표로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과 

게임 AI 환경에 적용가능한 음성인식 기술 및 사용자 얼굴 변화를 강인하게 추정할 수 있는 얼굴 인식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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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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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P. Bertens, S.-W. Lee, “Network of Evolvable Neural Units Can Learn Synaptic Learning Rules and Spiking Dynamics,” Nature Machine 

Intelligence, 2020.

●  J.-Y. Kim, Y.J. Yun, J. C, C.-Y. Kim, K.-R. Müller, and S.-W. Lee. “Leaf Inspired Homeostatic Cellulose Biosensors,” Science Advances, 

2021.

데이터 지능 연구실
Data Intelligence Lab

Email: yalphy@korea.ac.kr     Phone: 02-3290-3205

지도교수 

이 상 근

데이터 인텔리전스 연구실은 “Towards R&D Excellence”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3개 연구그룹(데이터 기반 인

공지능, 딥러닝, 자연어처리)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딥러닝 기반 자연어처리, 지

식·학습 융합 인공지능, 뉴널 네트워크 압축을 통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차세대 지능형 서비스 개발, 개인화 

서비스 개발 등이다.

http://dilab.korea.ac.kr/

주요 연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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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al Language Processing

Data-driven Artificial Intelligence

Neural Network Compression

연구실 소개

최근 대표 성과

●  Y. Kim, K.-M. Kim, and S. K. Lee, “Adaptive Compression of Word Embeddings”, Proc. of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Com-

putational Linguistics, 2020.

●  K.-M. Kim, B. Hyeon, Y. Kim, J.-H. Park and S. K. Lee, “Multi-pretraining for Large-scale Text Classification”, Finding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EMNLP2020, 2020.

●  O. Kwon, D. Kim, S.-R. Lee, J. Choi and S. K. Lee, “Handling Out-of-Vocabulary Problem in Hangeul Word Embeddings”, Proc. of The 16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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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 Sample efficient한 강화 학습 방법론 연구 

● Uncertainty Modeling

    : 학습 기반 방법론 사용 시에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 

로봇 지능 연구실
Robot Intelligence Lab

     Email: sungjoon-choi@korea.ac.kr     Phone: 02-3290-4682

지도교수 

최 성 준

본 연구실에서는 학습 기반 방법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먼저 완벽하지 못한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도 학습 가능한 Robust Learning과 추론 결과의 안정성을 보

장할 수 있는 Reliable Learning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사람과 로봇이 효과적으로 교류하는 Human Robot 

Interaction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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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분야

연구실 소개

최근 대표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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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

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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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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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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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적 기계학습 연구실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Lab

Email: wchung@korea.ac.kr     Phone: 02-3290-4845

지도교수 

정 원 주

본 연구실에서는 기계 학습, 딥러닝방법론을 통하여 통계적 기계학습 분야를 폭넓게 연구한다. 적용 분야는 뇌

신호 분석 및 학습을 통한 Brain-Computer interface분야, Few Shot learning 분야 이미지 생성 및 변환, 음

성 합성 및 분석 등 다양한 도메인의 여러 응용문제를 통계적 기계학습 접근법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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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분야

연구실 소개

최근 대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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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2019. 

●  Y. Park, W. Chung, “Optimal Channel Selection using Correlation Coefficient for CSP based EEG Classification”, IEEE Access, 2020.

●  Y. Park, W. Chung, “A Novel EEG Correlation Coefficient Feature Extraction Approach Based on Demixing EEG Channel Pairs for Cognitive 

Task Classification”, IEEE Access, 2020.

● Few Shot Learning

    : 최소한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류 학습모델 및 알고리즘 연구

● Speech Recognition & Synthesis

    : 음향신호의 분리와 합성 알고리즘 연구

    : 음성인식과 합성 알고리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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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및 학과 소식

◆  2022학년도 전기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 지원서 입력: 2021년 10월 04일(월) ~ 18일(월)

- 서류 접수: 2021년 10월 04일(월) ~ 19일(화)

- 구술 시험: 2021년 11월 13일(토)

- 합격자 발표: 2021년 12월 16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시간)

XAI501 기계학습(영강) 석흥일 3.0(3.0)

XAI502 확률과통계(영강) 김상필 3.0(3.0)

XAI503 최적화이론(영강) 성준경 3.0(3.0)

XAI504 선형대수(영강) 최성준 3.0(3.0)

XAI508 자연언어처리(영강) 이상근 3.0(3.0)

XAI509 음성인식(영강) 정원주 3.0(3.0)

XAI602 컴퓨터비전응용및실습(영강) 김상필 3.0(3.0)

XAI606 신경망응용및실습(영강) 감태의 3.0(3.0)

XAI613 강화학습(영강) 이병준 3.0(3.0)

XAI617 헬스케어인공지능(영강) Christian Wallraven 3.0(3.0)

XAI623 베이지안기계학습(영강) 최성준 3.0(3.0)

XAI702 인공지능특론2 박주영 3.0(3.0)

XAI707 창의학습프로젝트II(영강) 이성환 3.0(3.0)

◆ 2021년 2학기 개설 교과목

◆  교원 인사 (2021년 9월 1일자)

이병준 교수
(조교수 임용)

장경환 교수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고려대학교    014    인공지능학과

초빙 해외석학 / 겸임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원

◈ 초빙 해외석학

◈ 겸임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원

Klaus-Robert Müller | 교수

김동주 | 부교수

Email: dongjookim@korea.ac.kr

Phone: 02-3290-5929

Laboratory: Brain Lab.

서석진 | 산학협력중점교수

Email: sjseo@korea.ac.kr

Phone: 02-3290-4280

장경환 | 산학협력중점교수

Email: chang600@korea.ac.kr

Phone: 02-3290-4280

민병경 | 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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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현 | 정교수

Email: gjkim@korea.ac.k

Phone: 02-3290-3196

Laboratory: Digit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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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 및 학과 소식

  이성환 교수   

• 저널명 : Science Advances

• 논문명 :  Leaf Inspired Homeostatic Cellulose Biosensors

• 분야/순위 :  Pattern Recognition과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73개 저널 중 IF 5위

• 저널명 : Pattern Recognition

• 논문명 :  Spatial Reasoning for Few-Shot Object Detection

• 분야/순위 :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273개 저널 중 IF 20위

NEWSLETTER    017   2021년 가을호

• 저널명 : Neural Networks

• 논문명 :  Visual question answering based on local-

scene-aware referring expression generation

• 분야/순위 : NeuroScience 분야 273개 저널 중 IF 25위

• 저널명 : Neural Networks

• 논문명 :  Self-augmentation: Generalizing deep networks 

to unseen classes for few-shot learning

• 분야/순위 : NeuroScience 분야 273개 저널 중 IF 25위

 최우수 저널 논문

 최우수 컨퍼런스 논문

  이상근 교수  

• 저널명 :  The 16th Conference on Europe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논문명 :  Handling Out-of-Vocabulary Problem in Hangeul 

Word Embeddings

• 분야 : 자연언어 처리 분야 최고 귄위 국제학술대회

  석흥일 교수   

• 저널명 : NeuroImage

• 논문명 :  Deep Recurrent Model for Individualized 

Prediction of Alzheimer’s Disease Progression

• 분야/순위 : Neuroimaging 분야 14개 저널 중 IF 1위

• 저널명 : NeuroImage

• 논문명 :  A Unified Framework for Personalized Regions 

Selection and Functional Relation Modeling for 

Early MCI Identification

• 분야/순위 : Neuroimaging 분야 14개 저널 중 IF 1위

• 저널명 : NeuroImage

• 논문명 :  Electrophysiological Decoding of Spatial and 

Color Processing in Human Prefrontal Cortex

• 분야/순위 : Neuroimaging 분야 14개 저널 중 IF 1위

교무 및 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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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인재 양성 목표” …고려대 이성환 인공지능학과 주임교수

◆  “고려대 이성환 교수팀, 나뭇잎 표피 구조를 모사한 항상성 바이오센서 세계 최초 개발”

고려대 AI 대학원은 선정 첫해 28명의 박사과정(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들과 시

작해 21학년도 봄 재학생은 100명을 넘었다. 21학년도 가을 학기 모집을 통해 20

명 안팎을 모집 예정 안내와 함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이성환 학과장의 인터

뷰 기사이다.

자세한 기사는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 

811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인공지능학과 이성환 교수와 김지용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 논문이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미국 현

지시간 기준 4월 16일 게재됐다. 본 연구는 식물이 나뭇잎을 통해 수분 함유량을 일

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시스템을 모방하여 인체의 피부 위에서 센서 스스로 안정적

인 전기적 인터페이스를 유지하여 장시간 안정적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항상성 바이오센서를 개발했다는 기사이다. 

자세한 기사는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1601000 

337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RoC 2021] 초청강연의 고려대 최성준 교수 강연

2021년 5월 20일 개최한 제16회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에서 로봇 전문가인 고

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최성준 교수의 초청 강연이 열렸다. ‘내추럴 모션 제너레이

터를 향하여(Towards a Natural Motion Generator)’를 주제로 강연한 최성준 교

수는 다양하면서 자연스러운 로봇의 동작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작업에 대해 설명하

였고, 디즈니 리서치 로보틱스 랩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한 고가의 

모션 캡쳐 장비에서 나오는 정제된 모션 데이터에서부터 애니메이션 데이터나 유튜

브 비디오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을 소개, 로봇의 안정성 역시 고려하는 모션 생

성 방법론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자세한 기사는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

no=2497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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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A-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 AI 인재양성 및 데이터 활용・확산 위한 상호 협력한다  

- 10개 인공지능 대학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공동연구 플랫폼 내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지원

◆  고려대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AI 혁신 허브’ 사업 최종 선정 

◆  “국내 1등 의미 없어…글로벌 AI기술 선점할 것”

인공지능대학원 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확산을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양성과 AI 연구개발 생태계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한국지

능정보사회진흥원과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가 8월 19일 NIA 서울사무소에서 국내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세한 기사는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AI 혁신 허브(사업 

책임자: 정보대학 인공지능학과 이성환 교수)’ 사업에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

정됐다는 기사이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향후 5년 동안 

정부 지원금 445억과 서울시 지자체 지원금 44.5억 원을 포함한 총 489.5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AI 혁신 허브 사업을 주도한다.

자세한 기사는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

no=7287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 혁신 허브’ 사업의 책임자를 맡은 이성환 고려대 AI학과 교수는 7월 29일 한국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는 국내 1등이 의미가 없으며, 상호 협력 아래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목표인 12개의 ‘AI 난제’를 산·학·연이 

뭉쳐 풀어내고, 핵심 기술인 ‘하이퍼스케일 AI’ 활용을 통해 국내 AI 연구 환경을 획

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주요 구상인 기사이다.

자세한 기사는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72987251 에

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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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성과 

주요 수상

◆  GIST의 HPC-AI 공용인프라 구축 협력 ◆ ㈜삼성전자와 산학협력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에서 추진하는 “HPC 기반의 컴

퓨팅 인프라를 구축하여 AI융합 인력양성, 창업, 연구활동 등을 통한 산학연 지

원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GIST(광주과학기

술원)의 슈퍼컴퓨팅센터와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LG CNS 사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고객사에게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AI 컨설턴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AI 컨설턴트를 위한 AI 심화 교육 과정’을 산학협력 과제

로 체결하였다. LG CNS 사에서 마케팅, 컨설팅, 엔지니어링, 개발 등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는 총 28명의 임직원을 교육과정 대상자로 선발하여  2021년 5

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매주 1회씩 총 20회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AI 기술 

이해를 위한 기초 수학에서부터 AI 기반 기술, AI 심화 기술, AI 응용 기술, 외

부 전문가 특강을 위한 과목들을 개설하였으며, 교육대상자들이 실제 산업현장

에서 고객사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AI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는 과정 대한 멘

토링을 진행하였다. 본 교육 과정 통해 LG CNS 수강생들은 AI 기술 컨설팅에 

필요한 AI 기초 원리뿐만 아니라 AI 기술에 대한 실습을 포함하여, 실제 현장에

서 적용될 수 있는 AI 심화 기술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제공받아 실제 산업현장

에서 AI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과목명 담당교수 과목 내용

확률통계 정원주 AI 이론 및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확률과 통계의 기초 학습

선형대수 및 최적화 성준경 AI 학습에 필수적인 선형대수학의 기본 개념 및 최적화 과정 학습

기계학습 석흥일 기계학습 개념과 데이터 기반 학습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이해 및 프로그래밍 구현

딥러닝 감태의 딥러닝 개념과  AI 모델의 기본 원리 학습 및 구현을 통한 딥러닝 활용 능력 함양

강화 학습 최성준
강화학습의 수학적 배경 학습 후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심도 강화학습 알고리즘 이해 및 구현 방법 습득

시각 AI 김상필
딥러닝을 활용하여 시각 기반 데이터를 분석, 처리, 이해 및 이를 적용하여 

이론과 실습 방법 습득

언어 AI 이상근
딥러닝 원리를 바탕으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셋에서 

자연어처리 분야의 실전적 학습 및 구현 방법론 학습

AI 심화 기술 세미나 팀티칭
의료, 헬스케어, 언어, 블록체인, 로봇 등 다양한 AI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심화된 AI 기술 소개

AI 개인 프로젝트 멘토링 팀티칭

수강생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AI 기술로 해결가능한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멘토링 및 실습을 지원하였으며, 

구현한 모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과제 모델의 성능과 한계점 및 

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새로운 사업모델 제시

외부 전문가 특강 외부 AI전문가
제조, 금융, 통신, 물류, 공정, 스마트시티 등 

LG 그룹 내 주요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활용되는 AI 기술의 실제 현장 적용 사례 특강

인공지능학과의 이병준 교수가 ㈜삼성전자와 산학협력을 구축하여 “피드백 

활용 강화 학습 기반 신경망 번역 기술”이란 주제로 인공지능대학원과 상호 협

력할 계획으로, ㈜삼성전자와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위

한 산학협력을 수행한다.

◆ 이성환 교수, 6년 연속 석탑연구상 수상

◆ Student Award 수상

석탑연구상은 고려대학교 전임교원 중 탁월한 연구 성과로 고려대학교의 연구력 향상에 기여한 교원을 

포상하여 널리 알리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장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제정하여 시행하

고 있으며, 금년도 석탑연구상 수상자는 2020년도(2020/1-2020/12) 학술 논문, 연구비 수혜실적을 대상

으로 연구의 질, 연구의 양, 연구비 수주액을 합산하여 고려대학교 학내 9개 학문 계열별로 상위 3%를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고원준 (지도교수: 석흥일) 학생이 2021년 6월 8일부

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 8th International BCI 

Meeting에 참가하여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뇌신호에서 

클래스 분류에 주용한 정보를 가지는 표현을 자동적으

로 선택하여 학습하는 강화학습 기반 에이전트를 제안하

는 연구인 ‘Learning Informative Representation for 

EEG-based BCI’ 로 포스터 발표하여 Student Award

를 수상하였다. 

전은지 (지도교수: 석흥일) 학생이 2021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 2021 

한국인공지능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2D 이미지 슬라이스 시퀀스의 형태로 3D 볼

륨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하는 전이 학습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 ‘Parame-

ter-efficient Multi-view Representation Learning for 3D Brain MRI Analy-

sis’ 주제의 연구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 LG CNS AI 컨설턴트를 위한 AI 심화 교육 과정

LG CNS AI 컨설턴트를 위한 AI 심화 교육 과정 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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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2020 기준 상위 10% 이내 및 저널 Top 컨퍼런스 논문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J.-Y. Kim

Y.J. Yun

J. Chung

C.-Y. Kim

K.-R. Müller

S.-W. Lee

Leaf inspired  Homeostatic Cellulose Biosensors

피부 항상성과 기존 바이오 센서 인터페이스 간의 비호환성은 장기적인 전기생리학 신호 측정을 억

제한다. 잎 항상성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보호, 감각, 자기 조절, 바이오 안전 등의 기능을 갖춘 항

상성 셀룰로오스 바이오센서를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중간중공 셀룰로오스 막이 높은 이온전도율, 

뛰어난 유연성과 안정성, 적절한 접착력, 염분용액에서 부풀었을 때 자가치유 효과 등의 특성을 가진 

항상성 물질로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바이오센서는 동적 환경, 심한 박리, 촘촘한 모

발, 땀, 장기 측정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시달려도 항상성을 통해 피부-센서 인터페이스를 안정적으

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생리학 신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측정을 위한 항상성 바이

오 센서의 높은 사용성을 입증하고, 바이오 센서와 기계 학습이 함께 연구실을 넘어 실시간 애플리케

이션을 제어하도록 돕는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전례 없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안

한다.

Science Advances

G. Kim

H.-G. Jung

S.-W. Lee

Spatial  Reasoning for Few-Shot Object Detection

최신 객체 감지기는 상당한 양의 훈련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지만, 인간은 몇 가지 훈련 예를 사용하

여 새로운 객체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인간의 시각 시스템의 메커니즘은 다양한 사물들 사이의 공

간적 관계를 해석하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사물의 동시 발생을 고려함으로써 맥락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문맥에서 몇 가지 훈련 사례만으로 새로운 물체를 감지하는 공간적 추론 체계

를 제안하며, 기본 범주에 대해 잘 훈련된 객체 감지기를 사용하여 새로운 범주의 특징 표현을 강화

하기 위해 소설과 기본 RoIs(관심 영역) 사이의 기하학적 연관성을 추론한다. RoIs와 그 연관성을 각

각 노드와 엣지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이미지 내의 모든 객체 및 

경계 상자의 크기가 랜덤하게 조정되는 몇 번의 샷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 데이터 확대도 제공

한다. PASCAL VOC 및 MS COCO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제안된 방법이 최신 방법을 훨씬 능가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광범위한 절제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다.

Pattern  Recognition

J.-J. Kim, 

D. G. Lee, 

J. Wu, 

H.-G. Jung, 

and 

S.-W. Lee

Visual question answering based on local-scene-aware referring expression generation

시각적 질문에 대답하려면 이미지와 자연 언어 모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방법은 

다양한 객체 간의 관계와 같은 시각적 개념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복잡한 장면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을 설명하기에는 객체 범주 또는 단순한 질문 내재와 결합된 제한된 사용은 불충분하여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이미지에 대해 생성된 텍스트 표현식의 사용을 제안한다. 이러한 표현식은 구조적인 제약이 

거의 없고 이미지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기에, 생성된 표현식은 질문과 관련된 답

변을 얻기 위해 시각적 특징 및 질문 내포와 통합될 수 있다. 공동 주의를 기울여 세 가지 다른 정보 

방식을 모델링하는 공동 임베딩 멀티헤드 주의 네트워크도 제안하며 제안된 방법에 대해 정량적, 질

적으로 평가하고, VQA v2 데이터셋을 응답 예측 측면에서 최신 방법과 비교했다. 생성된 표현식의 

품질은 RefCOCO, RefCOCO+ 및 RefCOCOg 데이터셋에서도 평가되었다. 실험 결과는 제안된 

방법의 효과를 입증하고 양적 결과와 질적 결과 모두에서 모든 경쟁 방법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Neural Networks 

연구성과

교수 논문게재 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NEWSLETTER    023   2021년 가을호

인공지능학과

논문 게재 
및 학술활동



연구성과

NEWSLETTER    025   2021년 가을호

대학원생_학술활동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고원준 2021.06.09
8th International BCI 

Meeting

Brain-Computer 

Interface Society

Learning Informative Representation for 

EEG-based BCI
벨기에

전은진 2021.06.09
8th International BCI 

Meeting

Brain-Computer 

Interface Society

Task-relevant Deep Representation 

Learning via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 for BCI

벨기에

Ahmad 

Wisnu 

Mulyadi

2021.07.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Imaging with 

Deep Learning

Medical Imaging 

with Deep Learning 

Foundation

ProtoBrainMaps: Prototypical Brain 

Maps for Alzheimer's Disease 

Progression Modeling

독일

손정효 2021.07.10
한국인공지능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인공지능학회

Fine-Grained Attention: Tensor 

Calibrating to Elaborately Localize An 

Overall Object

한국

오관석 2021.07.10
한국인공지능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인공지능학회

Visual Explanation by Counterfactual 

Reasoning to a Classifier's Decision
한국

전은지 2021.07.10
한국인공지능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인공지능학회

Parametwr-efficient Multi-view 

Representation Learning for 3D Brain 

MRI Analysis

한국

강소현 2021.07.26-30

Alzheim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21

ISTAART

Individualized Subtypes Prognosis of 

MCI using Deep-learning based Jointly 

Optimized Clustering-classification 

Method.

미국

강소현 학생(지도교수: 성준경)의 발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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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Seo, 

H.-G. Jung, 

S.-W. Lee

Self-augmentation: Generalizing deep networks to unseen classes for few-shot learning

몇 번의 교육 사례를 통해 보이지 않는 수업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작업 중 주의 깊게 설계된 

교육 전략이 있는 표준 미니 트랙 훈련이 보이지 않는 클래스에 대한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암기 훈련 통계와 같은 심층 네트워크에서 잘 알려진 문제는 소수의 샷 학습

에 대해 덜 탐색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의 패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self-mix라고 

불리는 지역 중퇴 기술이 제안되었다. 똑같은 이미지. 이러한 중퇴 효과를 통해 데이터셋의 특정 구

조를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층 네트워크의 일반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지식 공

유를 강제하기 위해 자체 분류기를 가진 보조 분기를 가진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식 

공유는 각 지부가 훈련 중에 다양한 최적의 포인트를 학습하도록 하며, 가짜 쿼리와 새로운 가중치를 

생성하여 보이지 않는 수업의 몇 가지 훈련 사례를 더욱 활용하기 위해 지역 대표 학습자를 제시한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내용의 방법은 일반적인 몇샷 벤치마크에 대한 최신 방법을 능가하고 

일반화 기능을 향상시킨다.

Neural Networks 

J. Lee

W. Ko

E. Kang

H.-I. Suk

A  Unified Framework for Personalized Regions Selection and Functional Relation  

Modeling for Early MCI Identification

본 연구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에 기반한 조기 경도인지장애 진단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화학습 기반 개인화된 뇌영상 관심영역을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에이전트를 모델링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뇌질환 진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관심영역을 분석하고 그룹화하여 기존 신경

생리학적 지식과 비교하였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NeuroImage

W. Jung

E. Jun

H.-I. Suk

Deep  Recurrent Model for Individualized Prediction of Alzheimer’s Disease  Progre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명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자 종단 데이터를 사용하여 알츠

하이머성 치매 진단 및 예후 예측 가능한 모델링을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MRI 종단 영상 데

이터 및 인지 점수에 대한 결측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데이터의 시간 및 특징 간 관계를 통하

여 결측치를 대체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결측치를 대체하고, 환자의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뇌 특정 영

역에 대한 부피 및 인지 점수 변화에 대하여 연간 예측 및 진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NeuroImage

W. Ko

H.-I. Suk

Electrophysiological  Decoding of Spatial and Color Processing in Human Prefrontal Cortex

본 연구는 색깔의 변화나 도형의 회전 등에 대한 인지과정 중에 생성되는 뇌신호를 공통 공간 패턴 

및 선형 판별 분석과 같은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기계학습 

방법을 분석하여 기존 뇌과학 연구에서 알려진 영역들에서 추출된 뇌신호가 실제로 분석에서 중요

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NeuroImage

O. Kwon

D. Kim

S.-R. Lee

J. Choi

S.K. Lee

Handling Out-of-Vocabulary Problem in Hangeul Word Embeddings

한글 언어 처리 시 단어 임베딩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학습 시 관측되지 않은 어휘 밖 단어 (예 : 오

타) 에 대한 임베딩은 처리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위적으로 생성해낸 오

타가 포함된 한글 단어에 대한 임베딩을 원래의 단어 임베딩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학습함으로써 오

타에 강건한 한글 임베딩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안한 모델은 오타가 있는 데이터셋에서 기

존의 한글 단어 임베딩 방법론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The 16th  Conference on 

Europe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

tional  Linguistics

교수_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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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2021.05.19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 한국로봇학회 Towards a Natural Motion Generator 한국



연구성과

NEWSLETTER    027   2021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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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환

이성환

정지훈

조정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및 동작 상상에 의해 발현된 뇌파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

본 발명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및 동작 상상에 의해 발현된 뇌파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

로서, a) 기설정된 측정 시간 동안에 동작 상상시 발현되는 원시 뇌파 신호를 획득하고, 상기 원시 뇌파 신호

를 동작 상상과 관련된 기본 주파수 대역으로 필터링하여 뇌파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b) 상기 뇌파 신호에 대

한 뇌파 특징 패턴의 최적 발현 주파수 영역과 시간 범위를 산출하는 최적 성능 탐색 알고리즘을 수행을 수행

하여, 상기 뇌파 신호를 기설정된 주파수 간격으로 분할하여 n개의 서브 밴드 신호로 변환 한 후 상기 서브 밴

드 신호 별로 최대 성능 시간 범위를 검출하는 단계; c) 상기 서브 밴드 신호별 최대 성능 시간 범위를 기준으

로 뇌파 특징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뇌파 특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상상 또는 의도한 동작을 인식하는 분

류 모델을 생성한 후 상기 분류 모델의 분류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계산하여 분류 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 

및 d) 상기 분류 성능 평가의 결과값에 기초하여 최상위 성능을 가지는 최적 서브 밴드 신호와, 상기 최적 서브 

밴드 신호와 연계된 최대 성능 시간 범위를 검출하여 사용자별 최적화된 동작 상상 주파수-시간 영역으로 제

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최적 성능 탐색 알고리즘은, 기설정된 시간 범위를 갖는 시간 탐색창을 설정하

고, 각 서브 밴드 신호의 상기 측정 시간에 기설정된 임계 시간 간격으로 상기 시간 탐색창을 적용함으로 인해 

생성되는 복수 개의 시간 범위에서 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10-2269587

석흥일

전은진

적대적 학습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방법 및 장치

본 특허는 동작 상상 뇌신호의 휴지기 신호를 기반으로 보조 피험자를 선택한 후, 보조 피험자의 데이터와 함

께 적대적 학습 기반의 분류 네트워크를 학습시켜 데이터 증대의 효과를 얻는 내용이다.

10-2246417

‣  통합 의료 진단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및 동작 

상상에 의해 발현된 뇌파 신호를 분석

하는 방법

‣  뇌 기계 인터페이스 기반의 움직임 의도  검출에 

따른 착용형 로봇 제어 장치 및 방법

‣  Brain Computer Interface (BCI) 

Apparatus and Method of Generating 

Control Signal by BCI Apparatus

‣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반 의도 판단 장치 및 방법

‣  적대적 학습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방법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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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염슬기

이건희 

이성환

통합 의료 진단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본 발명은 통합 의료 진단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의료 영상 분석을 통해 진단 정보

를 제공하는 통합 의료 진단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통합 의료 진단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비정형화된 원시 의료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고, 상기 원시 의료 영상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통해 

정형화된 의료 영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의료 영상 데이터로부터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 또는 병변

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도록 학습하여 분류 모델을 제공하고, 상기 분류 모델에 기반하여 새로 입력되는 의료 

영상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해당 의료 영상에 대한 병변을 도출

하여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진단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의료 영상 내에서 상기 병변 도출의 주요 요

인이 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병변 의심 영역을 추론한 후 상기 추론된 병변 의심 영역을 이용하여 병변 영역

의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병변 영역의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병변 영역에 대한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워드를 생성한 후 상기 진단 정보, 병변 영역의 시각 정보, 키워드를 이

용하여 진단 보고서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10-2243830

곽노상

이영은

이성환

정지훈

뇌 기계 인터페이스 기반의 움직임 의도  검출에 따른 착용형 로봇 제어 장치 및 방법

본 발명은 뇌 기계 인터페이스 기반의 움직임 의도 검출에 따른 착용형 로봇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서, 착용형 로봇을 착용한 사용자의 왼발과 오른발에 각각 다른 촉각 자극을 제시하는 단계, 움직임 종작 상상

과 촉각 자극에 의해 발현되는 사용자의 뇌 신호를 획득하는 단계, 뇌 신호 및 뇌 신호 분류기에 기초하여 뇌 

신호에 대응하는 움직임 의도를 판단하는 단계, 각 움직임에 대해 뇌 신호 분류기의 출력 값 및 움직임 의도를 

사용자가 확인하도록 제어 명령 수신기에 전달하는 단계 및 착용형 로봇이 움직임 의도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

행하도록 제어 명령 수신기에 의해 착용형 로봇의 양발, 보행 속도 및 보행 보폭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뇌 신호 분류기는 사용자로부터 기 수집된 뇌 신호에 기초하여 생성된 움직임 잡음 분류기, 보행 시작 의도 분

류기 및 움직임 의도 분류기를 포함하고, 뇌 신호를 입력으로 통과시켜 움직임 의도가 복수의 움직임 중 어느 

하나인지를 판단한다.

10-2276991

권병희

심경환

이병후

이성환

정지훈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반 의도 판단 장치 및 방법

본 발명은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반 의도 판단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

게는 뇌-기계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의 의도가 정확히 판단되도록 상상의 종류에 따른 훈련 방안을 제공하는 

의도 판단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측면은, 사용자로부터 제어 모드를 입력 받은 입력부; 상

기 제어 모드에 따라 설정된 훈련 정보를 출력하는 훈련 출력부; 상기 훈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상상으로부

터 발생하는 뇌 신호를 수집하는 수집부; 상기 뇌 신호로부터 사전에 설정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주파수 정

보를 추출하고, 상기 주파수 정보에서 사전에 설정되는 시간 간격의 시간-주파수 정보를 추출하는 제 1 전처

리부; 상기 시간-주파수 정보의 물리 정보의 패턴에 따라 사용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제어 정보를 학습하여 분

류 모델을 생성하는 학습부; 상기 분류 모델에 기초하여 상기 물리 정보에 따른 제어 정보를 판단하는 판단부; 

및 상기 제어 정보에 매칭되는 제어 명령을 출력하는 명령 출력부를 포함할 수 있다. 

10-2270046

김근태

이성환

정지훈

Brain Computer Interface (BCI) Apparatus and Method of Generating Control Signal by BCI Appa-

ratus

본 발명은 BCI 장치가 로봇팔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 생성 방법 및 그 BCI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방법은 제1 뇌파를 계측하여, 제1 뇌파의 추상적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 제1 뇌파의 추상적 특징을 기초로 

팔 뻗기 제어 모드, 손 쥐/펴기 제어 모드 및 손목 회전 제어 모드 중 하나의 제어 모드를 결정하는 단계; 결정

된 제어 모드를 사용자에게 피드백하는 단계; 오류관련전위를 계측하는 단계; 오류관련전위가 임계값을 초과

하면, 제1 뇌파의 추상적 특징을 재추출하여 제어 모드를 재결정하며, 오류관련전위가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

으면, 제2 뇌파를 계측하는 단계; 결정된 제어 모드에 따라 제2 뇌파에 대해 서로 다른 특징 추출 기법 및 서로 

다른 분류 기법을 적용하여 결과값을 추출하는 단계; 및 결과값을 기초로 생성된 제어 신호를 로봇팔 장치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US 10,980,466 B2



The 10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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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2022년 2월 21일(월) - 23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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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ICC 제주

- 홈페이지: http://www.acpr2021.org

2022학년도 전기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사/석·박사통합/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 지원서 접수(인터넷): 2021년 10월 04일(월) ~ 18일(월)

- 지원서 제출(우편/방문): 2021년 10월 04일(월) ~ 19일(화) 

- 구술 시험(면접전형): 2021년 11월 13일(토) 

- 합격자 발표: 2021년 12월 1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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