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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인사말

안녕하세요!

학교가 일상으로 돌아오고 캠퍼스도 시끌벅적해지는 요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은 

그 어느 때보다 석・박사급 AI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AI대학원지원 사업으로 개원한 인공지능대학원은 현재 

18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매년 50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저희 대학원은 AI특화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였고,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을 선도할 학술 인재, 글로벌 산업계의 성장을 주도할 산업 인재, AI 신기술  

사업화에 도전할 기술창업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연구 성과

를 장려하기 위해 재학생에게 장학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인턴쉽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원과 양재 R&CD 혁신허브를 통하여 

AI기술에 관심있는 기업들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AI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는 AI분야를 선도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전기 석사, 석・박사통합 및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이 성 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주임교수



고려대학교    2    인공지능학과 NEWSLETTER    3   2022년 가을호

연혁

Artificial Intelligence 
HISTORY

2018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공고

2020  
03월    서석진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 임용

09월     최성준 조교수 신규 임용 

K.-R. Müller, D. Shen 초빙해외석학 임용

12월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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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혁신허브’ 출범

12월    제2회 인공지능대학원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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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명의 전임교수를 바탕으로 기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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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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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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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W
EL

C
O
M
E

2022  
03월   박세준 조교수 신규 임용

08월    인공지능학과 워크숍 개최 

제3회 인공지능대학원 심포지엄 개최

2019  
0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사업책임자: 이성환 교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센터 설립

09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신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개강 

감태의 조교수 신규 임용 

인공지능대학원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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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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ailab.korea.ac.kr/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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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un-Soo Heo, Dong-Hee Shin, Sheng-Che Hung, Weili Lin, Han Zhang, Dinggang Shen, Tae-Eui Kam, “Deep Attentive Spatio-Temporal 

Feature Learning for Automatic Resting-State fMRI Denoising,” NeuroImage, 119127, 2022.

●  Dong-Hee Shin, Dong-Hee Ko, Ji-Wung Han, Tae-Eui Kam, “Evolutionary Reinforcement Learning for Automated Hyperparameter Optimi-

zation in EEG Classification”, Proc. 10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ea, Feb. 21-23, 2022.

●  Dong-Hee Ko, Dong-Hee Shin, Tae-Eui Kam, “Attention-based spatio-temporal-spectral feature learning for subject-specific EEG classifi-

cation”, Proc. 9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ea, Feb. 22-24, 2021.

연구실 소개

인지 시스템 연구실
Cognitive Systems Lab

지도교수 

Christian Wallraven 

인지 시스템 연구실에는 인간의 인지시스템과 공학을 결합하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지각 및 인지 실험을 최신의 기계학습 및 컴퓨터 그래픽과 결합해 인간의 인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두 번째, 이러한 지식을 로봇 공학, 컴퓨터 비전, 컴퓨터 애니메이션 및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인공적 인지 시스

템에 옮긴다.

http://cogsys.korea.ac.kr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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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 Uijong and Christian Wallraven. “Predicting driving speed from psychological metrics in a virtual reality car driving simulation.” Scientific 

reports 2022.

●  Maxim Mametkulovn, et al and Christian Wallraven. “Explainable machine learning for memory-related decoding via TabNet and non-linear 

features.” 2022.

●  Cho, Daehyun, and Christian Wallraven. “Do pre-processing and augmentation help explainability? A multi-seed analysis for brain age 

estimatio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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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효율적 추론 및 학습 연구실
Efficient Inference and Learning Lab

Email: sejunpark@korea.ac.kr     Phone: 02-3290-4685

지도교수 

박 세 준 

본 연구실은 기계학습 모델의 효율적인 추론 및 학습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주어진 기계학습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시간, 메모리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주로 두 가지 방법론에 집중한다. 첫 번째는 시간 및 메모리 복잡도가 낮은 학습 알고리즘 및 기계학습 모

델을 개발하는 연구로, 빠른 학습 알고리즘 개발, 기계학습 모델 압축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두 번째는 주어진 

학습 알고리즘 및 기계학습 모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를 특정하는 연구로, 학습 알고리즘의 

최적화 특성 및 수렴 특성 분석, 기계학습 모델의 근사 특성 및 암기 특성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https://sites.google.com/site/sejunparksite/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  S. Park, J. Lee, C. Yun, and J. Shin, “Provable Memorization via Deep Neural Networks using Sub-linear Parameters”, Conference on 

Learning Theory, 2021.

●  S. Park, C. Yun, J. Lee, and J. Shin, “Minimum Width for Universal Approxim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resentations, 

2021.

●  J. Lee, S. Park, S. Mo, S. Ahn, J. Shin, “Layer-adaptive Sparsity for the Magnitude-based Prun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resentations, 2021.

●  S. Park, J. Lee, S. Mo, and J. Shin, “Lookahead: A Far-sighted Alternative of Magnitude-based Prun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resentations, 2020.

● Understanding 3D space for Metaverse with deep learning

    : 메타버스 생태계를 위한 3D 딥러닝 모델 및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연구

● Scene aware object detection for autonomous driving

    : 다시점 2D 영상으로부터 정확한 3D 객체를 탐지하는 딥러닝 모델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성능 개선

● Multi-modal/domain representation learning

    : 음성, 텍스트, 이미지 등 서로 다른 도메인 정보를 융합하는 딥러닝 기반 생성 모델 연구

● Image enhancment with deep learning

    :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화질 개선 연구

● Efficient Machine Learning

    : 시간/메모리 복잡도가 낮은 기계학습 알고리즘 및 모델 개발

● Network Compression

    : 적은 용량의 매개변수를 가지며 좋은 성능을 내는 딥러닝 모델 개발

● Machine Learning Theory

    :  딥러닝 모델 및 학습알고리즘의 표현력, 최적화 특성, 일반화 특성 등을 수학적으로 분석

연구실 소개

컴퓨터 비전 연구실
Computer Vision Lab

지도교수 

김 상 필

본 연구실에서는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한다. 음성, 자연어, 비전 도메인의 

정보를 융합하여 동영상과 이미지를 생성하는 딥러닝 연구를 진행한다. 자율 주행을 위한 컴퓨터 비전 알고리

즘연구와 메타버스 구현에 필수적인 3D 객체 생성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및 2D 멀티미디어 정보를 3D 공간에

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2D to 3D 뉴럴네트워크 학습론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또한 최신 컴퓨터 비전 분야인 

Dynamic Vision Sensor를 이용한 3D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https://kuaicv.com

최근 대표 성과

주요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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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unghyun Lee, Wonseok Roh, Wonmin Byeon, SangHo Yoon, Chanyoung Kim, Jinkyu Kim, Sangpil Kim, “Sound-Guided Semantic Image 

Manipulatio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22.

●  Seung Hyun Lee, Gyeongrok Oh, Wonmin Byeon, Jihyun Bae, Chanyoung Kim, Won Jeong Ryoo, Sang Ho Yoon, Jinkyu Kim, Sangpil Kim, 

“Sound-Guided Semantic Video Generation”,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ECCV) 2022.

●  Sangpil Kim, Hyung-gun Chi, Xiao Hu, Qixing Huang, Karthik Ramani, “A Large-scale Annotated Mechanical Components Benchmark for 

Classification and Retrieval Tasks with Deep Neural Networks”,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ECC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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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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Oh, J.S. Yoon, and H.-I. Suk, “Learn-Explain-Reinforce: Counterfactual Reasoning and Its Guidance to Reinforce an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Model,”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2022.

●  J. Phyo, W. Ko, E. Jeon, and H.-I. Suk, “TransSleep: Transitioning-aware Attention-based Deep Neural Network for Sleep Staging,”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 2022.

●  W. Ko, W. Jung, E. Jeon, and H.-I. Suk, “A Deep Generative–Discriminative Learning for Multi-modal Representation in Imaging Genetics,” 

IEEE Transactions on Medical Imaging,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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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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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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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 J. Lee, etc. J,-k, Seong, “Regional Aβ-tau interactions promote onset and acceleration of Alzheimer’s disease tau spreading” Neuron, 

2022.

●  Y, S, Kim, S,-W, Kim, etc. J, -K, Song, “Effect of education on functional network edge efficiency in Alzheimer’s disease” Scientific Reports. 

2021

●  W. J. Lee, etc. J,-K, Seong, “Effects of Alzheimer’s and Vascular Pathologies on Structural Connectivity in Early-and Late-onset Alzhei-

mer’s disease” Frontiers in Neuroscience. 2021

연구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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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연구실 
Decision Making Lab

  Email: byungjunlee@korea.ac.kr     Phone: 02-3290-4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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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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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표 성과

●  Yong-Ho Jung, Jun-Hyung Park, Joon-Young Choi, Mingyu Lee, Junho Kim, Kang-Min Kim, and SangKeun Lee, “Learning from Missing 

Relations: Contrastive Learning with Commonsense Knowledge Graphs for Commonsense Inference”, Finding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CL 2022.

●  Jun-Hyung Park, Byung-Ju Choi, and SangKeun Lee, “Examining the Impact of Adaptive Convolution on Natural Language Understand-

ing”,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2022.

●  San-Hee Park, Kang-Min Kim, Seonhee Cho, Jun-Hyung Park, Hyuntae Park, Hyuna Kim, Seongwon Chung, and SangKeun Lee, “KOAS: 

Korean Text Offensiveness Analysis System” (Demo),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MNL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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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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ech processing

     : 텍스트로부터 음성을 생성하는 고품질 음성 합성 기술 및 음성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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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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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 Lee, J.-H. Kim, H.-S. Chung, and S.-W. Lee, “VoiceMixer: Adversarial Voice Style Mixup”, NeurIP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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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igence,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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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소개

지도교수 

이 성 환

● Deep Learning

   : 딥러닝 알고리즘 원천 기술 연구

   : 다양한 적용 분야에 대한 응용연구

● Speech Processing

   : 텍스트로부터 음성을 생성하는 음성 합성 알고리즘 연구

   :  음성에 포함된 발화자의 특징을 변환하여 타인의 음성을 생성하는 음성 변환 

알고리즘 연구

   : 음성에 포함된 잡음이나 잔향을 제거하는 음성 향상 알고리즘 연구

통계기계학습 연구실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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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정 원 주

본 연구실에서는 기계학습, 딥러닝 방법론을 통하여 통계적 기계학습 분야를 폭넓게 연구한다. 적용 분야는 음

성 인식 및 합성, 뇌 신호 분석을 통한 Brain-Computer Interface 분야 등 다양한 도메인의 여러 응용문제를 

통계적 기계학습 접근법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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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분야

최근 대표 성과

●  S. Kang, T. Kim, W. Chung, “Multi-target localization based on unidentified multiple RSS/AOA measurements in wireless sensor networks”, 

Sensor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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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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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Computer Interface 

   : 생각만으로 주변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뇌파 인식 알고리즘 연구

   : 수면 질 분석을 위한 뇌파 기반 수면 단계 분류 알고리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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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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빙 해외석학 / 겸임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원

최근 대표 성과

●   S. Park, Y. Chai, S. Park, J. Park, K. Lee, S. Choi, “Trajectory-based Reinforcement Learning of Non-prehensile Manipulation Skills for 

Semi-Autonomous Teleoper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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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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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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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전기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 지원서 접수(인터넷): 2022년 10월 4일(화)~17일(월)

- 지원서 제출(우편/방문): 2022년 10월 4일(월)~18일(화)

- 구술 시험(면접전형): 2022년 11월 19일(토)

- 합격자 발표: 2022년 12월 15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시간)

XAI501 기계학습 감태의 3.0(3.0)

XAI502 확률과통계(영강) 김상필 3.0(3.0)

XAI503 최적화이론(영강) 이병준 3.0(3.0)

XAI504 선형대수(영강) 최성준 3.0(3.0)

XAI505 미적분(영강) 박세준 3.0(3.0)

XAI509 음성인식 정원주 3.0(3.0)

XAI510 빅데이터분석(영강) 이상근 3.0(3.0)

XAI511 신경망(영강) Christian Wallraven 3.0(3.0)

XAI512 IT창업및경영 장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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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I614 정보보호(영강) 박세준 3.0(3.0)

XAI617 헬스케어인공지능(영강) Christian Wallraven 3.0(3.0)

XAI623 베이지안기계학습(영강) 최성준 3.0(3.0)

XAI701 인공지능특론1 박주영 3.0(3.0)

XAI704 기계학습특론(영강) 성준경 3.0(3.0)

XAI707 창의학습프로젝트Ⅱ(영강) 이성환 3.0(3.0)

◆ 2022년 2학기 개설 교과목 

컨퍼런스 부문

최우수 논문

2022. 03 - 2022. 08

•  컨퍼런스명:  NeurlPS 2022(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  논문명:  HierSpeech: Bridging the Gap between Text and Speech by Hierarchical Variational Inference using 

Self-supervised Representations for Speech Synthesis

•  분야: 인공지능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

•  컨퍼런스명:  NeurlPS 2022(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  논문명:  Emergence of Hierarchical Layers in a Single Sheet of Self-Organizing Spiking Neurons

•  분야: 인공지능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

이성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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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퍼런스 부문  저널 부문

• 저널명: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

• 논문명:  Real-Time Deep Neurolinguistic Learning Enhances Non-Invasive Neural Language Decoding for 

Brain-Machine Interaction

• 분야/순위: Automation & Control Systems 분야 IF 상위 1% (65개 중 1위)

• 저널명: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 논문명:  Holistic Approaches to Music Genre 

Classification using Efficient Transfer and Deep 

Learning Techniques

• 분야/순위: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분야  

IF 상위 8.3% (276개 중 23위)

이성환 교수

• 저널명: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 논문명:  Uncertainty-Aware Portfolio Management With Risk-Sensitive Multiagent Network

• 분야/순위:  Computer Science, Hardware & Architecture 분야 IF 상위 1% (54개 중 1위)•  컨퍼런스명:  ECCV 2022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  논문명: Sound-Guided Semantic Video Generation

•  분야: 컴퓨터 비전 분야 최고 권위 학술대회

•  컨퍼런스명: ICDM 2022(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Mining)

•  논문명: Deep Geometrical Learning for Alzheimer’s Disease Progression Modeling

•  분야: 기계학습&인공지능 분야 최고 권위 학술대회

김상필 교수

석흥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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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 부문

• 저널명: Neuron

• 논문명:  Regional Aβ-tau Interactions Promote 

Onset and Acceleration of Alzheimer’s 

Disease Tau Spreading

• 분야/순위:  Neurosciences 분야  

IF 상위 2.9% (274개 중 8위) 

• 저널명: Pattern Recognition

• 논문명: Conditional Motion in-betweening

• 분야/순위: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분야 

IF 상위 8.7% (276개 중 24위)

성준경 교수

최성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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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명: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 논문명:  Learn-Explain-Reinforce: Counterfactual 

Reasoning and Its Guidance to Reinforce an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Model

• 분야/순위: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 

IF 상위 1.4% (144개 중 2위)

석흥일 교수

 저널 부문

• 저널명: IEEE Transactions on Medical Imaging 

• 논문명:  A Deep Generative–Discriminative Learning 

for Multi-modal Representation in Imaging 

Genetics

• 분야/순위:  Computer Science,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분야 IF 상위 4.5% (111개 중 5위) 

석흥일 교수

• 저널명: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 

•  논문명:  TransSleep: Transitioning-aware Attention-

based Deep Neural Network for Sleep Staging

•  분야/순위: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 

IF 상위 2.1% (144개 중 3위)

이성환 교수

• 저널명: Neural Networks

• 논문명:  Attentional Feature Pyramid Network for Small Object Detection

• 분야/순위:  Neurosciences 분야 IF 상위 8.2% (274개 중 23위)

• 저널명: Pattern Recognition

• 논문명:  Counterfactual explanation based on gradual 

construction for deep networks

• 분야/순위: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분야  

IF 상위 8.7% (276개 중 2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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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공지능대학원 심포지엄 성료

과기정통부 주최 ‘2022 인공지능대학원 심포지엄’이 18일, 19일 양일간 서울 코

엑스에서 열렸다. 첫째 날에는 개회식과 패널 토론, AI대학원-기업 협력사례 발표, 

2022 AI대학원 챌린지 우수 사례 발표, 타운 홀 미팅 등을 운영하고, 둘째 날에는 일

반인도 이해 가능한 AI기술 강연인 ‘튜토리얼’과 AI 대학원생의 우수 연구성과를 발

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대학원은 짧은 기간 동안 국내외 AI연구・교육 네트

워크 구축, 산업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혁신적 협력을 이어왔으며, 세계적으로

도 기술력과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발족 등을 통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보다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상세한 기사 내용은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

html?idxno=293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성환 교수, 제31회 수당상 수상자 선정

이성환 교수가 삼양그룹 수당재단이 수여하는 ‘제31회 수당상’ 응용과학 부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성환 교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하고, 뇌과학과 인공지능의 융복합 연구를 선도, 인간 두뇌 수준의 복잡한 사고가 가능한 새로운 AI기술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AI 기술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상세한 기사 내용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6/ 113075865/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성환 교수, 석탑연구상 7년 연속 수상

◆   성준경 교수 연구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BRL) 과제 선정

이성환 교수가 올해에도 석탑연구상을 7년째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

았다. 석탑연구상은 고려대학교 전임교원 중 탁월한 연구 성과로 고려대

학교의 연구력 향상에 기여한 교원을 포상하여 널리 알리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장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석탑연구상 수상자는 2021년도(2021/1-2021/12) 학술 

논문, 연구비 수혜실적을 대상으로 연구의 질, 연구의 양, 연구비 수주액을 

합산하여 고려대학교 학내 9개 학문 계열별로 상위 3%를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성준경 교수가 주관하는 연구팀(ACE lab: AI with Causal Explainability for Bio-Socio complex data analysis)이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실 상반기 신규과제"에 선정되어 오는 총 15억원(3년)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협

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사업은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고도화된 연구집단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팀은 ICT융합연구-인공지능(응용) 분야에 선정되어 AI와 보건의료 사이의 융합 연구를 이끄는 선

도그룹으로서, 우리 학과 석흥일 교수, 사회학과 신은경 교수 연구팀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학과 워크숍 개최

인공지능학과 워크숍이 8월 8일(월)에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 BK21사업 평가준비 현황 및 향후 

추진 전략을 비롯하여 창업, 산학협력, 인력양성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

고, 학과 전임 연구실적 및 교원 업적평가 부분을 타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학과의 실정을 파악했다. 또한, 학과 특성화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학과가 앞

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정진택 총장이 

워크숍에 참석하여 인공지능대학원의 발전, 해외석학인재 발굴, 신규교원 임

용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학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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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brain.ai(인브레인에이아이)

AIBIZ(에이아이비즈)

enbrain.AI• 학생명 : 김한관

• 회사명 : Enbrain.ai(인브레인에이아이)

• 핵심기술 : AI 머신러닝, 영상/음성인식, 가상현실,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학습자 맞춤형 비대면 교육플랫폼

• 창업일 : 2021년 12월 14일

• 홈페이지 : https://enbrain.ai/

본 기업은 AI 머신러닝, 영상/음성인식, 가상현실,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학

습자 맞춤형 비대면 교육플랫폼을 바탕으로 창업했다. 비대면 맞춤 교육이 현

대사회에 자리매김하면서 고객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움을 제공하고 학습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 가상 

선생님의 모습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등 재미에도 중점을 둔 신개념 교육

플랫폼이다.

현재는 스타트업이지만 오랜 현장경력을 갖고 있는 HCI, AI, 빅데이터 분야 

석박사급 개발인력으로 핵심 원천기술과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다수의 특허

를 등록하고, 유명 공무원 수험 교육컨텐츠 기업과 공동연구개발을 체결하는 

등 비대면 교육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 회사명 : AIBIZ(에이아이비즈)

• 핵심기술 : 반도체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센서 정보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품질예측 AI 솔루션

• 창업일 : 2020년 6월 16일

• 홈페이지 : http://ai-biz.net/ 

본 기업은 딥러닝 기반 제조 공정 이상 예측 산업용 AI 솔루션

을 바탕으로 창업했다. 기존에는 제조 현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엔지니어가 직접 분석,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생산 과정에서 과

도한 인건비 지출, 문제 해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생

산 효율이 떨어졌으나 엔지니어가 하는 것을 이제는 AI가 수행

하고, AI가 제공하는 정보로 문제를 해결하여 반도체 수율 향상,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

킬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존 반도체 시장은 노후화된 장비와 다양한 공정, 완제품 불량 검수업무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진입장벽이 낮은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제조공정 중 품질을 사전에 예측하는 사업모델 설계로 새

로운 시장을 선점해 사업의 성공기회를 높였다는 업계의 평가다. 

2020년 5월,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특허 출원, 투자 유치 등 여러 단계

를 거쳐 올해 3월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7월에는 DB그룹 시스템 반도체 회사와 인공

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계약까지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앞으로 에이아이비즈

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반도체 전 분야, 스마트팩토리 전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 창업 탐방

◆   석흥일 교수 연구팀, 뇌영상 기반 설명 가능한 알츠하이머병 조기 예측 인공지능 개발

석흥일 교수와 오관석 석박통합과정, 윤지석 석박통합과정 학생의 연구 논문이 인공지능 분야 

상위 1%에 해당하는 과학저널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

gence’에 미국 시간 8월 10일 온라인 게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인간 수준의 

사고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맞춤형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 따라

서, 연구팀은 제안한 기술을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 진단에 적용하여 기존 연구 대비 진단 성능 

및 설명가능성을 대폭 향상한 것을 논문에서 보여주었다.

석흥일 교수 연구팀은 후속 연구로 유병률이 낮은 치매 원인 질환에 대한 진단 시스템 및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상세한 기사 내용은 https://www.brainmedia.co.kr/MediaContent/MediaContentView.

aspx?MenuCd=BRAINSCIENCE&contIdx=2293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성준경 교수 연구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골든타임 밝히는 기술 개발

성준경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의 골든타임을 밝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β-amyloid)와 타우(tau) 단백질의 

이상 침착 과정을 밝히고, 뇌 영상 분석을 통해 두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알츠하이머 질병을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설명할 수 있는 핵심 기전을 최초로 제시했다.

상세한 기사 내용은 https://www.news1.kr/articles/?465383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 Wallraven 교수 연구팀, 시력교정렌즈를 이용한 안구 피로감소 효과 발견

Christian Wallraven 교수 연구팀이 시력교정렌즈를 이용한 안구 피로 감소 효과를 발견하였

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렌즈의 설계적 특징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광학적 특성을 고려

하여, 안경을 착용하면서 디지털 화면의 시자극에 의한 피로 및 집중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피로 

조절에 관한 시과학 그리고 뇌과학 측면에서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상세한 기사 내용은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

no=9473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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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게재 (JCR 2021 IF 기준 상위 10% 이내 Top 저널 및 Top 컨퍼런스 논문)

Top 저널

대표저자 논문 제목 및 연구 논문 소개 저널명

S.-W. Lee

Real-Time Deep Neurolinguistic Learning Enhances Non-Invasive Neural Language Decoding for 

Brain-Machine Interaction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심층 신경언어 학습을 이용하여 음성 이미지를 기반으로 인간의 마음을 문장 수준의 신

경 언어 형태로 직접 해독했다. 실시간 실험을 통해 여러 사용자 간의 BMI 기반 협동 작업이 다양한 신경 언어

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는지 평가했다. 실험을 통해 실시간으로 인간과 같은 지능 수준에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BMI 프론티어를 제시하고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경계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

S.-W. Lee

Attentional Feature Pyramid Network for Small Object Detection

본 논문에서는 해상도가 낮고 분포가 밀집된 작은 물체를 감지하기 새로운 기능 피라미드 아키텍처인 

Attentional Feature Pyramid Network (AFPN)를 제안한다. Dynamic Texture Attention을 이용해 작은 개

체를 강조하고 작은 개체의 기능을 더 잘 캡처하기 위해 Detail Context Attention을 이용해 다양한 스케일로 

RoI 기능의 세부 신호를 적응적으로 집계한다. 실험에서 높은 소규모 카테고리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준다.

Neural Networks

S.-W. Lee

Holistic Approaches to Music Genre Classification using Efficient Transfer and Deep Learning Tech-

niques

본 연구에서는 Weighted Visibility Graph 기반 Elastic Net Sparse Classifier(WVG-ELNSC), Stacked 

Denoising Autoencoder(SDA) 분류기를 사용한 분석, Riemannian Alliance 기반 Tangent Space 

Mapping(RATSM) 전이 학습 기술, TSVM(Transfer 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류 그

리고 BiLSTM(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cum Attention 모델을 사용한 딥 러닝 분류기 제

안해 다중 클레스 분류 문제를 다룬다.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S.-W. Lee

Counterfactual explanation based on gradual construction for deep networks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의 내부 특성에 관계없이 대상 클래스에 대한 분류 확률을 높이기 위해 훈련 데이터 세

트에서 학습한 통계를 활용하는 반사실적 설명 방법을 제안합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다양한 분류 데이터 세트

에 대한 인간 친화적인 해석을 생성하고 불명확한 데이터 분포에 대해 최적화를 보여준다.

Pattern Recognition

S.-W. Lee

Uncertainty-Aware Portfolio Management With Risk-Sensitive Multiagent Network

본 논문에서는 DNN의 예측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RSA(Risk-Sensitive Agent)와 RAPG(Risk 

Adaptive Portfolio Generator)를 포함하는 RSMAN(Risk-Sensitive Multi-Agent Network) 프레임워크

를 제안한다.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2022. 03 - 2022. 08)
교수 논문게재 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인공지능학과

논문 게재 
및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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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저자 논문 제목 및 연구 논문 소개 저널명

S.-W. Lee

HierSpeech: Bridging the Gap between Text and Speech by Hierarchical Variational Inference using 

Self-supervised Representations for Speech Synthesis

본 연구는 고품질 종단형 음성 합성 기술을 위한 자기지도표현을 활용한 계층적 변분 추론 방법을 제안한다. 텍

스트로부터 음성을 합성할 때, 언어적 정보가 유실되지 않도록 자기지도표현을 중간 정보로 활용하여 음성 합

성 모델 성능을 향상시켰다.

NeurlPS 2022

S.-W. Lee

Emergence of Hierarchical Layers in a Single Sheet of Self-Organizing Spiking Neurons

생물학적 뉴런은 유사한 자극을 인코딩하는 뉴런이 함께 그룹화되어 논리적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지형도를 

형성하도록 자체 구성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neural convolution 신경망의 구조를 뇌의 뉴런의 기능을 구체

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unsupervised 방법으로 뇌의 계층적 피질 영역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self-

organization 원칙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구조화 되지 않은 뉴런의 single large pool에서 unsupervised 

방법으로 기존 신경망 계층을 형성할 수 있다. 

NeurlPS 2022

S.-W. Lee

Evidence of Onset and Sustained Neural Responses to Isolated Phonemes from Intracranial 

Recordings in a Voice-based Cursor Control Task

본 연구는 음성 기반의 커서 제어 테스크를 이용하여 말의 시점과 말을 지속할 때의 신경학적 메커니즘과 특징

을 분석하였다. 사용자가 말을 할 때의 음성과 두개내에서 침습적 방법으로 측정한 뇌 신호를 활용하여 서로 다

른 음소를 디코딩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뇌 신호 기반 온라인 커서 제어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INTERSPEECH 2022

S.-W. Lee

Fre-GAN 2: Fast and Efficient Frequency-consistent Audio Synthesis

최근 신경 보코더의 발전이 현저한 개선을 보였지만, 이러한 모델의 대부분은 오디오 품질과 계산 복잡성 사이

의 균형을 가지고 있다. 대형 모델은 저자원 장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신경 보코더는 실용성을 

위해 고품질 오디오를 합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고품질 오디오 합성 모델인 Fre-GAN 2

를 제시한다. 빠른 합성을 위해 Fre-GAN 2는 오디오의 저주파 및 고주파 부분만 합성하며, 우리는 역 이산 웨

이블릿 변환을 활용하여 제너레이터에서 대상 해상도 오디오를 재생한다. 또한 적대적 주기적 특징 증류를 도

입하여 모델이 작은 매개 변수만으로 고품질 오디오를 합성하도록 한다. 실험 결과는 오디오 품질에서 Fre-

GAN 2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또한, FreGAN 2는 10.91× 생성 가속도를 가지며, 매개 변수는 Fre-GAN보다 

21.23× 압축된다.

ICASSP 2022

S.-W. Lee

EmoQ-TTS: Emotion Intensity Quantization for Fine-Grained Controllable Emotional Text-to-

Speech

최근 텍스트 음성 변환(TTS)의 발전이 현저한 개선을 보였지만, 여전히 감정 음성 합성에 국한된다. 감정 표현

을 생산하기 위해 대부분의 작품은 감정 레이블이나 참조 오디오에서 추출한 감정 정보를 활용한다. 그러나, 그

것들은 발화 수준의 감정 조건 때문에 단조로운 감정 표현을 초래한다. 본 논문에서는 음소별 감정 정보를 세분

화된 감정 강도로 조건화하여 표현적 감정 음성을 합성하는 EmoQ-TTS를 제안한다. 여기서 감정 정보의 강도

는 인간 레이블링 없이 거리 기반 강도 양자화에 의해 렌더링된다. 우리는 또한 강도 레이블을 수동으로 조절함

으로써 합성된 음성의 감정 표현을 제어할 수 있다. 실험 결과는 감정 표현과 제어 가능성에서 EmoQ-TTS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ICASSP 2022

Top 컨퍼런스
대표저자 논문 제목 및 연구 논문 소개 저널명

S.-W. Lee

PlausMal-GAN: Plausible Malware Training Based o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for Analo-

gous Zero-day Malware Detection

본 연구는 제로데이 악성코드 탐지를 위해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PlausMal-GAN)를 이용하여 생성된 유사 악

성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악성코드 훈련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PlausMal-GAN은 기존의 악성코드 데이터

로부터 높은 품질과 다양성을 가진 유사 제로데이 악성코드 이미지를 적절하게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

러한 결과는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사용이 탐지 및 예측에 유용함을 나타낸다.

IEEE Transactions on 

Emerging Topics in 

Computing

J.-K. Seong

Regional Aβ-tau Interactions Promote Onset and Acceleration of Alzheimer’s Disease Tau Spread-

ing

아밀로이드-베타와 타우는 알츠하이머병 발병의 핵심 분자이지만 이러한 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질병

을 유발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타우 확산의 시작 및 진행과 관련된 두 개의 아밀로이드-베타/타

우 상호 작용을 확인하여, 초기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침착 사이의 지형적 다름과 타우 전파의 비선형적 가속

에 관한 오랜 의문에 대해 다루었다.

Neuron

H.-I. Suk

TransSleep: Transitioning-aware Attention-based Deep Neural Network for Sleep Staging

본 연구는 풍부한 특징 추출을 위해 보조 태스크를 추가하여 뇌전도 신호로 수면 상태를 분류하는 프레임워크

를 제안한다.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

H.-I. Suk

Multi-view Integrative Attention-based Deep Representation Learning for Irregular Clinical 

Time-series Data 

본 연구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에 의한 불규칙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한 멀티뷰 특징 통합 학습 모델링

을 제시한다.

IEEE Journal of 

Bio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

H.-I. Suk

Learn-Explain-Reinforce: Counterfactual Reasoning and Its Guidance to Reinforce an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Model

본 연구는 질병 진단 모델링에 관한 것으로, 시각적 설명에 따라 진단 모델 학습, 시각적 설명 생성 및 훈련된 

진단 모델 강화를 통합하는 새로운 학습-설명-강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H.-I. Suk

A Deep Generative–Discriminative Learning for Multi-modal Representation in Imaging Genetics

본 연구는 유전체 데이터와 뇌영상 특징간의 관계를 생성적-차별적 딥러닝 기법으로 표현 학습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뇌질환의 진단 성능을 높였다. 특히, 유전체와 뇌영상 특징간의 관계를 인과적 관점에서 모델링한 첫 

연구로 평가받았다.

IEEE Transactions on 

Medical Imaging

S.-J. Choi

Conditional Motion in-betweening

Motion in-betweening은 주어진 시작포즈와 도착하는 포즈를 연결하는 기술로, 두 포즈를 자연스럽게 이

어주는 작업이다. 최근 3D 애니메이션과 게임산업에 학습기반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실용성이 높

은 in-betweening은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 개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쳐를 사용해 in-

betweening을 기존 방법대비 더 우수한 품질로 연결함과 동시에 inference에 사용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결

과를 제시한다. 또한 시작과 도착 포즈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닌 중간 경유포즈를 설정해 해당포즈를 

지나면서 연결하는 pose-conditioned in-betweening, 그리고 연결하는 동작을 어떤 동작으로 만들지를 조

절할 수 있는 semantic-conditioned in-betweening을 하나의 모델로 구현하여 실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을 소개한다.

Pattern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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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표자은 2022-05-22 2022 IEEE IEEE

Enhancing Contextual Encoding with Stage-

Confusion and Stage-Transition Estimation for 

EEG-Based Sleep Staging

싱가포르

김준호 2022-05-24 ACL 2022 ACL

Learning from Missing Relations: Contrastive 

Learning with Commonsense Knowledge Graphs 

for Commonsense Inference

아일

랜드

이승현 2022-06-21 CVPR IEEE Sound-Guided Semantic Image Manipulation 미국

고원준 2022-06-29 KIISE-KCC 2022 한국정보과학회
뇌전도 신호 자가-지도 표현 학습을 통한 발화 상상 BCI 

성능 향상
한국

배재형 2022-07-06

20th International 

Multisensory Research 

Forum

IMRF

Can Impersonal Touch Replace Interpersonal 

Touch? An Investigation Using the Rubber Hand 

Illusion

싱가포르

고원준 2022-07-14 31st ACM ACM
EEG-Oriented Self-Supervised Learning and 

Cluster-Aware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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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이승현 학생(지도교수 : 김상필)의 CVPR 포스터 발표 모습

대표저자 논문 제목 및 연구 논문 소개 저널명

S.-W. Lee

PVAE-TTS: Progressively Style Adaptive Text-to-Speech via Progressive Variational Autoencoder

적응형 TTS(Text-to-Speech)는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 없이 TTS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적응형 TTS 시스템은 제한된 데이터로 광범위한 말하기 스

타일을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스피커에 대한 적응 품질이 여전히 낮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스타일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점진적 가변 자동 인코더(PVAE)를 제안한다. PVAE는 점

진적 스타일 적응의 핵심 구성 요소인 점진적 스타일 정규화된 표현을 학습한다. PVAE를 새로운 스피커에 대

한 높은 적응 품질로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하는 멀티 스피커 적응 TTS 모델인 PVAE-TTS로 확장한다. 적응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컨볼루션 연산을 활용하는 동적 스타일 계층 정규화(DSLN)도 제안한다. 실험 결

과는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모두에서 PVAE-TTS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ICASSP 2022

H.-I. Suk

Deep Geometrical Learning for Alzheimer’s Disease Progression Modeling

본 논문은 알츠하이머병 진행 모델링을 위해 매니폴드 변환 모듈, ODE-RGRU 및 결측값 추정 모듈을 사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ICDM 2022

S.-P. Kim

Sound-Guided Semantic Video Generation

본 논문은 소리를 이용한  비디오 생성을 제안한다. 최근 StyleGAN 모델은 매우 현실감 있는 비디오를 생성하

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StyleGAN의 잠재공간에서 비디오를 생성하기 위한 벡터의 이동 방향 혹은 

크기를 얻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소리의 의미를 담은 비디오 생성에 도움을 주며 소리와 일관적인 

아주 사실적인 비디오를 생성한다.

ECCV 2022

교수_학술활동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 제목 개최국

이성환

2022.03.30 초청강연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인공지능과 뇌공학의 만남: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한국

2022.04.07 기조발표
대통령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 정부
AI 기술, 산업 및 인력 육성

2022.05.03

초청강연

고려대학교 기술경영 

최고경영자과정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

2022.05.20 전자공학회 인공지능과 뇌공학의 만남: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2022.06.13 서울대학교 병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현황과 전망

2022.07.01 기조연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과 뇌공학 기술의 만남

석흥일

2022.04.15

초청강연

뉴로젠
Towards Robust, Interpretable and Explainable 

Alzheimers's Disease Prediction Models

2022.06.2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eep Learning for HER Data Analysis

2022.06.28 한국뇌공학회
Towards Interpretable and Explainable Modeling for 

Brain Disease Prognosis Prediction

김상필 2022.06.03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

기술진흥센터

다가오는 메타버스 산업에서의 컨텐츠 저작권 

보호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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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성과

특허등록

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번호

이성환

김정준

서진우

정홍규

딥러닝 기반 소수 샷 이미지 분류 장치 및 방법

10-2370910

이성환

강신한

고한빈

정홍규

기계학습 기반 신용평가 분류 모델의 평가 이유를 설명하는 장치 및 방법

10-2400804

이성환

이도연

이병후

정지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 기초하여 색 자극으로부터 사용자의 의도를 판단하는 스마트 제어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11281294

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번호

이성환

곽노상

이서현

정지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사용자 대화의도 인식 방법

11269413

이성환

김지용

뇌파 측정을 위한 투과막 기반 반건식 전극

11311229

이상근

김강민

이중호 

Method and Server for Text Classification Using Multi-task Learning

11328125

본원의 일 측면에 따른 딥러닝 기반 소수 샷 이미지 분류 방법은, 입력 

영상의 일부를 해당 입력 영상의 다른 부분으로 대체하여 신규 입력 영

상을 생성하는 자가 혼합 기법에 따라 입력 영상에 대한 데이터 증강 

처리를 수행하고, 데이터 증강이 이루어진 입력 영상들에 대하여 특징 

추출을 수행하고, 딥러닝 학습에 기반하여 상기 추출된 특징을 학습하

고, 입력 영상을 분류하는 분류 모델을 생성하는 1차 학습단계; 상기 

분류 모델에 포함에 메인 분류기로부터 신규의 보조 분류기를 생성하

고, 각각의 분류기의 독립적으로 출력한 결과가 자가 증류 기법에 따라 

타 분류기로 공유되도록 하는 2차 학습단계 및 상기 1차 학습 단계와 

2차 학습 단계를 거친 영상 분류 모델에 신규 입력 영상을 입력하여 분

류 결과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사용자 대화 의도 인식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a) N(N>0)

개의 단어의 소리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예시 단어

를 선정하고, 상기 선정된 예시 단어의 소리를 사용자에

게 출력하는 단계; b) 상기 예시 단어의 소리가 출력되는 

동안에 상기 예시 단어에 대한 발화 상상, 발화행위 또는 

가청 행위 시 발생되는 뇌파 또는 음파를 측정하고, 상기 

측정된 뇌파 데이터 또는 음파 데이터간의 특징을 추출하

여 분석하는 단계; c) 상기 분석된 특징을 이용하여 사용

자가 의도한 단어를 검출하는 디코딩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 d) 사용자의 뇌파를 검출하는 센서모듈을 통해 실

시간으로 사용자가 의도한 단어로 추정되는 후보 단어들을 우선순위로 분류하는 단계; 및 e) 상기 분류된 후

보 단어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합하여 후보 문장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음성 또는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디코딩 모델은 상기 발화상상, 발화 행위 또는 가청 행위 시 발생되는 노파 또는 음파에 

대한 특징을 통해 사용자가 의도한 단어를 분류하는 분류 모델, 및 상기 뇌파 데이터와 음파 데이터간의 엔벨

로프를 추출하여 상관 관계를 도출한 후 상기 도출된 상관 관계를 통해 뇌파와 유사한 음파 파형을 제공하는 

음파 제공 모델을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목표하는 클래스

로 판단되기 위한 효과적인 고객의 신용 정보를 찾아내고 해당 정보

의 값을 어떻게 변경시켜야 신용평가 결과가 뒤바뀌는지 판단하는 

기계학습 기반 신용평가 분류 모델의 평가 이유를 설명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다만, 본 실시예가 이루

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된 바와 같은 기술적 과제로 한정되지 

않으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뇌파 측정을 위한 반건식 전극으로서, 두피에 접촉되는 일정 면적의 전

극면인 외부 투과막, 상기 외부 투과막의 가장자리에 연결되어 내부 공

간을 형성하고, 상기 내부 공간에 전해액이 채워지는 전극 바디, 그리고 

상기 전극 바디의 내부에 위치하고 상기 외부 투과막을 통해 전달된 이

온 전류를 측정하는 전기전도체 센서를 포함한다. 상 기 외부 투과막은 

표면이 다수의 미세 구멍들 그리고 상기 미세 구멍들의 크기보다 큰 구

멍들로 이루어진 막이다.

색상에 대한 시각적 자극으로부터 생성되는 뇌 신호

를 수집하는 수집부; 뇌 신호로부터 패턴 정보를 추

출하는 전처리부; 사전에 구비되는 기준 정보와 패

턴 정보를 비교하여 상관도가 가장 높은 기준 정보

를 선택하는 선택부; 및 사전에 설정되는 제어 명령

을 구비하고, 선택된 기준 정보에 매칭되는 제어 명

령을 수행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스마트 제어 장

치를 제공한다.

구체화 측면에 따르면, 서버에서 실행되는 멀티태스크 학

습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 방법은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한

다. 1)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원시 데이터에 대해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여 텍스트 분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

계. 2) 텍스트 분류 학습 데이터를 입력받아 첫 번째 텍스트 

분류 모델을 통해 미리 설정된 시스템에서 카테고리 분류

를 학습하는 단계. 3) 텍스트 분류 학습 데이터를 입력받아 

두 번째 텍스트 분류 모델을 통해 미리 설정된 시스템에서 

카테고리 분류를 학습하는 단계. 4)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

신된 텍스트 데이터를 두 번째 텍스트 분류 모델에 입력하

여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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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참석후기 / 해외 장・단기 연수후기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Drexel Univeristy 소속 iMaPLe 

연구실에 방문하여 한 장의 이미지로 실내 인테리어를 

3D로 복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방법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넓은 영역을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에서 추론되는 결과

를 넓은 카메라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하

여 자체적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가상의 실내 인테

리어 사진을 무한으로 생성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이후 이미지 기반의 3D 인테리어를 복원하는 기술

과 다양한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름: 임병성

장소: Drexel University, 미국

기간: 2021년 12월 1일 ~ 2022년 8월 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전선 언어학 분야 최우수 학술대회인 

ACL2022 컨퍼런스에 연구 교류 및 포스터 발표를 위해 참여했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정상급 학술대회인 만큼 세계 각국에서 자연어 연구를 선

도하고 있는 뛰어난 연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자연어 인공지

능의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나 문제점들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연구 

교류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 ACL학회에 게재 승인을 받은 대조학습 기반 

인공지능 상식 추론 성능 향상 연구 논문의 포스터 발표를 요청받아 5월 

24일 대면발표, 5월 25일 비대면발표 총 2회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했습

니다. 2시간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면서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에게 제 연

구를 소개하고, 해당 연구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 혹은 한계점에 대해 토론

했습니다. 뛰어난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후속연구에 대한 아이디어와 철

학을 배워 이후 진행할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름: 김준호

학회명: The Convention Centre Dublin, 아일랜드

개최일정: 2022년 5월 21일 ~ 27일

볼티모어에 위치한 Johns Hopkins University의 

SMARTS Lab에 방문하여 총 8개월간 진행된 연

구 주제는 MRI, CT, PET 등 각종 의학 영상 자료

들을 분석하여 종양과 염증성 병변, 혈종 등 비종

양성 병변을 감별하고 위치를 파악하여 의사의 진

단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 목

표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방법론들과는 다른 pre-

text task를 개발하였고 이미지 제건 방법론을 이

용한 비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정상적인 영상 자료들만으로 학습을 진행한 후 비정상적인(anomalous) 이미지의 구분뿐만 아

니라 해당 영역의 위치파악까지 하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학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데

이터셋 4가지, CIFAR10, MVTec AD, COVIDx, 그리고 Retinal OCT를 사용하였습니다. CIFAR10은 10개의 클래스, MVTec 

AD은 15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산업 자제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의료 데이터셋으로는 COVIDx와 Retinal OCT를 사용하였

는데 COVIDx는 코로나19 비접촉 환자의 가슴CT사진들과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고 Retinal OCT는 망막 단

층촬영 사진들을 이용하여 비정상 망막을 가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름: 김수원

장소: Johns Hopkins University, 미국

기간: 2021년 11월 1일 ~ 2022년 6월 30일

학술대회 참석후기 / 해외 장・단기 연수후기



 The 11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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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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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Brain Initiative

- 일시: 2023년 2월 20일(월) ~ 22일(수) 

- 장소: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 홈페이지: http://bci.korea.ac.kr

2023학년도 전기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사/석・박사통합/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 지원서 접수(인터넷): 2022년 10월 4일(화)~17일(월)

- 지원서 제출(우편/방문): 2022년 10월 4일(월)~18일(화)

- 구술 시험(면접전형): 2022년 11월 19일(토)

- 합격자 발표: 2022년 12월 15일(목)

Information

>>>

인공지능학과 전임교원(정년트랙) 특별초빙 안내

‣ 초빙 분야 : 인공지능 전 분야

  기계학습, 데이터과학, 패턴 인식, 자연어처리, 음성 인식, 신경정보처리,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팅 등

‣ 지원 자격

- 사립학교 교수 임용 및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지원 가능

- 영어 강의 가능한 분

-  최근 3년 이내 JCR IF 카테고리 상위 10% 이내 저널(또는 최우수 컨퍼런스) 논문 제1저자로  

5편 이상 게재(예정) 실적 보유자 우대

‣ http://xai.korea.ac.kr/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