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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인사말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

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연구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탄생한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은 2019년 9월 개원하여 첫 

학기를 시작하였고, 3년여 동안 차별화된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

을 조성하고자 정진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탁월한 학술 역량을 지닌 4명의 젊은 신임 교원을 영입하였고, 풍부한 산업체 네트

워크를 통해 삼성전자, 네이버, LG CNS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산학협력과제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SCI급 저널 중 JCR 상위 10% 이내의 저널에 약 4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AI 컬링 로봇 연구 성과가 Nature 저널의 Research Highlights에 선정되는 등 인공지능학과 

교원 및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국내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최고급 인재 양성의 요람의 역할을 할 ‘AI 혁

신 허브’가 출범하였습니다. AI 혁신 허브는 고려대 인공지능학과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

여하고, 총 203개의 국내외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물적・인적 네트워킹

을 기반으로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490억원이 투입되어 초거대 

AI 연구를 위한 ‘K-허브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국내에 흩어진 AI 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결

집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AI 교육・연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최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나갈 것

입니다.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는 혁신적인 미래를 함께할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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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이 성 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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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Artificial Intelligenc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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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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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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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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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L

C
O
M
E

2022  
03월   박세준 조교수 신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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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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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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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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yu, Hyeongsuk, Uijong Ju, and Christian Wallraven. “Myopia-correcting lenses decrease eye fatigue in a visual search task for both adoles-

cents and adults”, PloS one 2021.

●  Ryu, Hoe Sung, Uijong Ju, and Christian Wallraven. “Predicting decision-making in the future: Human versus Machine”, Asi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2021.

●  Kim, Doo Yon, and Christian Wallraven. “Label quality in AffectNet: results of crowd-based re-annotation”, Asi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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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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duct popularity prediction with graph neural network

    :  그래프 뉴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의 인기도를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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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컴퓨터 비전, 인버스 그래픽스, 다양한 모달을 이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한다. 음성, 자연어, 비전 도메인의 정보를 융합하기 위하여 멀티 모달 매니폴드 공간 생성과 해당 

공간을 탐색하여 의미 있는 생성물을 생성하는 딥러닝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메타버스 구현에 필수적인 3D 객

체 생성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및 2D 멀티미디어 정보를 3D 공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2D to 3D 뉴럴네

트워크 학습론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추가로, 다시 점 카메라를 이용한 자율주행 연구와 최신 컴퓨터 비전 분야

인 Dynamic Vision Sensor를 이용한 3D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개발을 수행한다.

https://kuaicv.com

최근 대표 성과

주요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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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unghyun Lee, SangHo Yoon, Jinkyu Kim, Sangpil Kim, “Sound-Guided Semantic Image Manipulation”, NeurIPS Workshop on CtrlGen: 

Controllable Generative Modeling in Language and Vision (NeurIPSW) 2021.

●  Seunghyun Lee, Nahyuk Lee, Chanyoung Kim, Wonjeong Ryoo, Jinkyu Kim, SangHo Yoon, Sangpil Kim, “Audio-Guided Image Manipula-

tion for Artistic Paintings”, NeurIPS Workshop on ML for Creativity and Design (NeurIPSW)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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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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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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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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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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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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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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blin, Ireland,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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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189,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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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 of the 2021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MNLP), pp.72-78, Punta Cana, Dominican Republic,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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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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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ige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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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 Cho, J.-H. Jeong, S.-W. Lee, “NeuroGrasp: Real-Time EEG Classification of High-Level Motor Imagery Tasks Using A Dual-Stage 

Deep Learning Framework”, IEEE Trans. on Cybernetics, 2021.

연구실 소개

지도교수 

이 성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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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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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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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ors,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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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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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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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후기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 지원서 접수(인터넷): 2022년 4월 4일(월)~18일(월)

- 지원서 제출(우편/방문): 2022년 4월 4일(월)~19일(화)

- 구술 시험(면접전형): 2022년 5월 14일(토)

- 합격자 발표: 2022년 6월 16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시간)

XAI501 기계학습(영강) 김상필 3.0(3.0)

XAI502 확률과통계(영강) 정원주 3.0(3.0)

XAI504 선형대수(영강) 성준경 3.0(3.0)

XAI506 딥러닝(영강) 감태의 3.0(3.0)

XAI507 컴퓨터비전(영강) Christian Wallraven 3.0(3.0)

XAI511 신경망(영강) 박세준 3.0(3.0)

XAI517 창업보육정책및법규 장경환 3.0(3.0)

XAI601 딥러닝응용및실습(영강) 최성준 3.0(3.0)

XAI603 자연어처리응용및실습(영강) 이상근 3.0(3.0)

XAI607 고급딥러닝(영강) 석흥일 3.0(3.0)

XAI608 고급컴퓨터비전(영강) 김상필 3.0(3.0)

XAI609 고급자연언어처리(영강) 이병준 3.0(3.0)

XAI611 고급빅데이터분석(영강) 감태의 3.0(3.0)

XAI612 고급신경망(영강) Christian Wallraven 3.0(3.0)

XAI615 지능로봇(영강) 최성준 3.0(3.0)

XAI706 창의학습프로젝트I(영강) 이성환 3.0(3.0)

◆ 2022년 1학기 개설 교과목 

◆  교원 인사 (2022년 3월 1일자)

박세준 교수
(조교수 임용)

 컨퍼런스 부문

최우수 논문

   이성환 교수   

•  컨퍼런스명:  ICCV 2021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  논문명:  Uncertainty-Aware Human Mesh Recovery from Video by Learning Part-Based 3D Dynamics

• 분야: 컴퓨터 비전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

•  컨퍼런스명: NeurIPS 2021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  논문명: VoiceMixer: Adversarial Voice Style Mixup

•  분야: 인공지능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

2021. 09 - 202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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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퍼런스 부문

  김상필 교수  

  석흥일 교수  

•  컨퍼런스명:  CVPR 2022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  논문명: Sound-Guided Semantic Image Manipulation

•  분야: 컴퓨터 비전 분야 최고 권위 학술대회

•  컨퍼런스명: ICDM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Mining)

•  논문명: ENGINE: Enhancing Neuroimaging and Genetic Information by Neural Embedding

•  분야: 기계학습&인공지능 분야 최고 권위 학술대회

저널 부문

  이성환 교수   

• 저널명: Pattern Recognition

• 논문명:  Human Interaction Recognition Framework 

based on Interacting Body Part Attention

• 분야/순위: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ing 분야  

IF 상위 7.32% (273개 중 20위) 

• 저널명: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 논문명:  Improved Sparse Representation with Robust 

Hybrid Feature Extraction Models and Deep 

Learning for EEG Classification

• 분야/순위: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ing 분야  

IF 상위 8.79% (273개 중 24위) 

• 저널명: Nature Communications

• 논문명:  Quantifying Arousal and Awareness in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using Interpretable 

Deep Learning

• 분야/순위: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IF 상위 4.86% (72개 중 4위)

   이상근 교수   

• 컨퍼런스명: Findings of ACL 2022

•  논문명:  Learning from Missing Relations: Contrastive Learning with Commonsense Knowledge Graphs 

for Commonsense Inference

•  분야: 자연언어처리 분야 최고 권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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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환 교수, Top Computer Science Scientists 국내 1위 학자 선정

이성환 교수가 귄위있는 학술 정보서비스 플랫폼인 Research.com 이 발표한 

2022년 Top Computer Science Scientists 국내 1위 학자로 선정되었다. 순위 선

정은 2021년 12월 기준 h-index, 발표 논문의 수 및 피인용 횟수를 토대로 하였다.

◆   이성환 교수, 딥러닝으로 식물인간 의식 측정하는 기술 개발

◆   이성환 교수, 교우회 학술상 자연이공 부문 수상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팀이 딥러닝으로 실시간 의식의 깊이를 측정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성환 교수와 이민지 박사는 매우 짧은 뇌 신호만으

로 의식의 깊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의식 지표인 ‘ECI(Explainable Consciousness 

Indicator)’를 제안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2월 25

일(현지시간) 게재됐다.

이성환 고려대 교수는 “사람들은 흔히 불러서 반응이 있으면 의식이 있고, 반응이 

없으면 의식이 없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의식은 굉장히 복잡한 뇌의 정신 

작용”이라며 “이번 논문은 의식의 수준을 각성과 지각 두 요소에서 실시간으로 정량

화해 설명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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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32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9회 교우회 학술상 자연이공부문 수상자에 이성환 교수가 선정돼 상과 함께 

2,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성환 교수는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전산학 석박사 과

정을 거친 후 1995년부터 모교 이과대학 전산과학과 조교수로 부임하여 현재 정보

대학 인공지능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국내 인공지능 연구 1세대 학자로서 한국

뇌공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 회장과 모

교 인공지능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고 있다.

상세한 기사 내용은 https://www.kuaa.or.kr/member/community/user-

DefaultBoardView.do?seqStr=150&boardKind=kuaa_news&actionMode=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널 부문

  이상근 교수   

  감태의 교수   

• 저널명: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 논문명:  Examining the Impact of Adaptive 

Convolution on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 분야/순위: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s 분야 

IF 상위 8.79% (273개 중 24위)

• 저널명: 저널명: NeuroImage

• 논문명:  Deep Attentive Spatio-Temporal Feature 

Learning for Automatic Resting-State fMRI 

Denoising

• 분야/순위: NeuroImaging 분야 IF 상위 7.1% (14개 중 1위)

• 저널명: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

• 논문명:  NeuroGrasp: Real-Time EEG Classification 

of High-Level Motor Imagery Tasks Using  

A Dual-Stage Deep Learning Framework

• 분야/순위:  Automation & Control Systems 분야  

IF 상위 1.5% (63개 중 1위)

  이성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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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6th Asi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ACPR2021)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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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9일(화)~12일(금) ICC 제주에서 제6회 아시아 패턴인식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원 주최,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주관,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ttern Recognition, 한국정보과학회 산하 컴퓨터비젼및패턴인식연구회 등이 후

원하는 본 행사는, 전세계 패턴인식 분야 연구자인 홍콩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의 Lei Zhang 교수, 독일 DFKI & University of Kaiserslautern의 Andreas 

Dengel 교수, 미국 Stanford University의 Jure Leskovec 교수, 중국 Institute of 

Automation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의 Cheng-Lin Liu 교수, 고려대 이성

환, 최성준, 황한정, Christian Wallraven 교수, 중국 Nanjing University of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의 Qingshan Liu 교수 등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

여하여,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분야의 세계적 추세와 연구 성과들

을 공유하였다. 

제10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국제학술대회가 2022년 2월 21일(월)~23일(수)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주관하며,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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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Brain Initiative 등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TU Berlin 및 고려대학교 Klaus-

Robert Müller 교수, Nanyang University of Technology의 Cuntai Guan 교수, 

Maastricht University의 Rainer Goebel 교수, Tsinghua University의 Xiaorong Gao 교

수, KIST 김래현 책임연구원, GIST의 전성찬 교수, UNIST 김성필 교수 등 국내외 뇌-컴퓨

터 인터페이스 및 응용 분야 석학과 관련 분야 연구자 200여명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여하여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성과 발표 및 관련 의견을 공유하는 기

회가 되었다. 

◆  ‘AI혁신 허브’ 출범… 민관학 AI 역량 결집 ‘싱크탱크’ 첫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인공지능

(AI) 혁신 허브’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대

학과 기업·연구소, 서울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부가 AI혁신 허브를 구성한 것은 정부와 민간에 축적된 인공지능 연구 역량

을 모으고, 컴퓨팅 파워 등 인프라를 연계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 연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AI혁신 허브’는 초거대AI연구에 활용할 ‘K-Hub 데이터센

터’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AI혁신 허브는 고려대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며, 11개 대학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국내외 45개 대학, 삼성・LG・현대차・SK 등 대기업, 네

이버・카카오 등 IT기업, SKT・KT・LG 유플러스 통신 3사, 중소・벤처기업도 명단

에 이름을 올렸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17곳 해외기업과 해외연구소도 참여한다.

상세한 기사 내용은 https://www.fnnews.com/news/2021110218115886 

8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1 AI대학원 심포지엄 성료

인공지능(AI) 대학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및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원

장 전성배)과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 인공지능혁신허브가 주관한 ‘2021 AI대학원 

심포지엄’이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AI 대학원은 도입 이래 길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학협력 분야에

서는 지금까지 기술이전 22건, 기술이전 기술료 4억 4,200만원, 4억 5,000만원 사

업화 및 매출기여 등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14건 창업도 이뤘다. AI 인력양성 분야

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현재까지 1200명 AI 고급인재를 육성했고, 매년 선발

인원이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도 성장이 예상된다.

상세한 기사 내용은 https://www.etnews.com/20211203000141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Christian Wallraven 교수, ACPR 2021 Program Chair로 활약

2021년 11월 9일(화)~12일(금)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 패턴인식 국제학술대회에서 Christain Wallraven 교수가 프로

그램 위원장(Program Chair)을 맡았다. 국제패턴인식협회(IAPR),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 한국뇌교육학회가 후원한 

이번 ACPR 행사는 4개의 튜토리얼과 1개의 워크샵, 저명한 연사들의 3가지 기조연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수행된 최초의 ACPR이었다.

Wallraven 교수는 딥러닝, 신경망, 패턴인식 및 컴퓨터 비전과 같은 주제 영역을 포함하는 13개국에서 제출된 154개의 

제출물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를 구성했고, 각 제출물은 105명의 프로그램 위원회 위원과 74명의 외부 검토자의 도움을 받

아 작성되었으며 총 461개의 검토에 대해 최소 3명의 검토자가 검토했다. 총 26편의 구두발표, 59편의 포스터발표가 합격

하여 평균 55.2%의 합격률을 보였다. 수락된 모든 논문은 Springer의 LNCS(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시

리즈에 게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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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게재 
및 학술활동

  4단계 BK21 인공지능교육연구단

4단계 BK21 인공지능교육연구단은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을 갖춘 박사급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20대 인공지능교육연구단으로 도약하고자 

2020년 9월 출범하였다. 인공지능 4대 특화분야(헬스케어, 에이전트, 문화콘텐츠, 자율주행)에 전문화된 교육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유수 대학 및 기업/연구소와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연구단 현황

교육연구단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사업 예산

이상근 11명 99명 1명 846백만원

선발 부문 선발 학생 지도교수

우수연구

임채빈 이성환

신진효 정원주

우수조교 정태문 최성준

인공지능교육연구단 참여 대학원생인 인공지능학과 임채빈, 신진효, 정태문 학생이 

대학원혁신본부에서 주관하는 ‘4단계 BK21 미래인재 펠로우십’ 우수연구 및 우수조교 

부문에 선발되었다. 펠로우십 선발 기준은 평가 기간 동안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거

나, 교육조교로서 성실하고 우수한 활동을 보여야 한다. 성과 평가를 통해 본교 BK 참여 

대학원생 수의 5% 이내만 선발되고, 선발된 학생은 1인당 300만원의 펠로우십 장학금

을 지급받는다.

미래인재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우수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연구단 소속 대학원생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획되었다.

교육연구단장 이상근 교수가 2022년 1월 13일 개최된 ‘제4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빙랩 포럼’에 패널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전환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혁

신에 대해 토론발표를 했다. 

고려대학교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리빙랩네트워크와 함께 한 이번 포럼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돌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가

능한 돌봄 전환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출처:  한국대학신문, 고려대, ‘제4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빙랩 포럼’ 성료 

(2022.01.14.)

참여 대학원생 3인(임채빈, 신진효, 정태문), 

‘4단계 BK21 미래인재 펠로우십’ 선발

제4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빙랩 포럼 패널 참여

주요 활동 사항(’21.0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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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2021. 09 - 2022. 02) 

논문게재 (JCR 2020 IF 기준 상위 10% 이내 Top 저널 및 Top 컨퍼런스 논문)

Top 저널

교수 논문게재 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연구성과

대표저자 논문 제목 및 연구 논문 소개 저널명

S.-W. Lee

Human Interaction Recognition Framework based on Interacting Body Part Attention

영상에서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전혀 다른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경우 (예 : 악수, 

펀치) 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신체 부위 별 어텐션을 이용하여 영상 내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특히 제안한 구조는 기존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던 

사람의 전체적인 특징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 모션이 일어나는 곳의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할 수 있는 구조로 

높은 수준의 인식 능력을 요구하는 상호작용 판단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Pattern Recognition

S.-W. Lee

Improved Sparse Representation with Robust Hybrid Feature Extraction Models and Deep Learning 

for EEG Classification

신경과학 및 인지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EEG 데이터는 고차원의 노이즈가 많이 포함된 데이터로

서 중요 정보를 압축해 추출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희소 표현이 사용되는데, 희소 표현 생성을 

위해 여러 기술들을 조합해 서로 다른 6개의 최적화 조합과 7개의 하이브리드 특징 추출 및 선택 모델, 그리고 

전이학습과 딥러닝에 기반한 분류 모델을 제안했다. 제안한 모델의 평가를 위해 Epilepsy와 Schizophrenia 데

이터 세트를 사용해 분류 성능을 분석한 결과 95% 이상의 분류 정확도를 보이며 기존 머신러닝 및 전이학습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다.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S.-W. Lee

Quantifying Arousal and Awareness in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using 

Interpretable Deep Learning

의식은 성(각성)과 인식(주관적 경험), 두 가지 요소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 요소들 사이를 분리

할 수 있는 신경생리학적인 의식 지표는 보고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의식의 구성 요소를 분리하기 위해 딥

러닝을 사용하는 설명 가능한 의식 지표(ECI)를 제안한다. 우리는 수면(n = 6), 전신 마취(n = 16), 심각한 뇌손

상(n = 34)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에서 뇌경부 자기 자극에 대한 뇌파(EEG) 반응을 사용한다. 또한 전신 마취(n 

= 15) 및 심각한 뇌 손상(n = 34) 하에서 휴식 상태 EEG를 사용하여 프레임워크를 테스트한다. ECI는 생리적, 

약리적, 병리적 조건에서 각성과 인식을 동시에 정량화한다. 특히 각성이 낮고 인지도가 높은 케타민 유도 마취

와 빠른 눈동자 운동 수면은 다른 상태와 확연히 구분된다. 또한, 두정 부위는 각성과 자각을 정량화하는 데 가

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표는 의식 상태의 변화된 신경 상관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Nature 

Communications

S.-W. Lee

NeuroGrasp: Real-Time EEG Classification of High-Level Motor Imagery Tasks Using A Dual-Stage 

Deep Learning Framework

본 연구에서는 MI 패러다임 하에서 EEG 신호에서 다중 손 잡기를 해독하는 이중 단계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NeuroGrasp를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시험 단계에서 EEG 기반 추론이 가능하도록 EEG 및 전자기(EMG) 

기반 학습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모델 훈련 중 EMG 지침을 통해 BCI는 EEG 신호에서 손 잡는 유형을 정확

하게 예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NeuroGrasp는 오프라인에서 분류 성능을 개선하고 온라인에서 안정적인 분

류 성능을 보여주었다. 제안된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평가할 때 안정적인 분류 성능을 입증했기 때

문에, 향후 제안된 방법이 로봇 손이나 일상적인 물체를 처리하기 위한 신경 로스티즘을 포함한 다양한 BCI 애

플리케이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

대표저자 논문 제목 및 연구 논문 소개 저널명

S.-W. Lee

ENIC: Ensemble and Nature Inclined Classification with Sparse Depiction based Deep and Transfer 

Learning for Biosignal Classification

본 연구에서 희소 묘사는 처음에 K-SVD(K-Single Value Decomposi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EEG 신호

에 통합되며, 특징은 자가 조직 지도(SOM) 기술을 사용하여 추출된다. 추출된 특징은 처음에 ELM(Extreme 

Learning Machine)과 앙상블 ELM 모델 및 자연 경사 ELM 모델과 같은 ELM의 제안된 분류 버전으로 분류

된다. 제안된 앙상블 ELM 모델은 수정된 Adaboost의 조합을 사용한다. RT는 ELM을 사용한 웨이블릿 임계

값을 기반으로 한다. 제안된 자연경사 ELM은 유전 알고리즘 기반 ELM(GA-ELM), 입자 군집 최적화 기반 

ELM(PSO-ELM), 개미 군집 최적화 기반 ELM(ACO-ELM), 인공 벌 군집 등 일부 유명한 군집 지능 알고리

즘의 조합을 이용한다. 추출된 특징은 또한 부수적인 LSTM(Long Short-Term Memory) 순환 신경망(RNN)

을 활용하여 딥러닝 방법론으로 분류된다. 희소 모델링이 수행되고 결과가 분석되면 전이 학습 기법과 함께 비

음수 매트릭스 인자화(NMF) 및 선호도 전파 집성 기반 상호 정보(APCMI)를 사용하는 또 다른 유명한 방법론

도 제안되고 구현된다. 제안된 방법론은 뇌전증 데이터 세트 및 조현병 데이터 세트와 같은 두 개의 EEG 데이

터 세트에 대해 구현되며, 포괄적인 분석이 매우 유망한 결과로 수행된다.

Applied Soft 

Computing

S.-W. Lee

Motor Imagery Classification Using Inter-Task Transfer Learning via A Channel-Wise Variational 

Autoencoder-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본 연구는 적은 수의 샘플을 사용하여 뇌파(EEG) 신호에서 다양한 팔뚝 움직임 디코딩에 중점을 두었다. 10

명의 건강한 참가자가 직관적인 움직임 작업(데이터 세트 I)의 운동 실행(ME) 및 운동 이미지(MI)를 수행했

다. 작업 간 전이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CVNet(Channel-wise Variational Autoencoder)을 사용하는 합성

곱 신경망을 제안한다. 제안된 CVNet은 자체 데이터 세트 I 및 공개 데이터 세트인 BNCI Horizon 2020(데이

터 세트 II)에서 검증되었다. 다양한 움직임의 분류 정확도는 Dataset I 및 II에 대해 각각 0.83(±0.04) 및 0.69(

±0.04)로 확인되었다. 결과는 제안한 방법이 Dataset I 및 II에 대해 기존 모델에 비해 각각 약 0.09~0.27 및 

0.08~0.24의 성능 향상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결과는 상상된 움직임을 디코딩하기 위한 훈련 모델이 ME의 데

이터와 MI의 적은 수의 데이터 샘플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적은 양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세트와 시간만으로 충분히 딥러닝을 학습할 수 있는 BCI 학습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안정적인 성능으

로 제시한다.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H.-I. Suk

A Novel RL-Assisted Deep Learning Framework for Task-Informative Signals Selection and Classi-

fication for Spontaneous BCIs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합성곱 신경망과 달리, 문맥에 따라서 동적으로 합성곱 필터를 생성하는 합성곱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자연어추론 실험에서 기존기술 대비 약 3% 이

상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Informatics

S.-K. Lee

Examining the Impact of Adaptive Convolution on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합성곱 신경망과 달리, 문맥에 따라서 동적으로 합성곱 필터를 생성하는 합성곱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자연어추론 실험에서 기존기술 대비 약 3% 이

상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T.-E. Kam

Deep Attentive Spatio-Temporal Feature Learning for Automatic Resting-State fMRI Denoising

뇌 기능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이 노이즈에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의 시공간적 특징을 자동 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노이즈 성분을 검출

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영유아 데이터셋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성 자기공명영상 데이터셋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Neuro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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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성과

대표저자 논문 제목 및 연구 논문 소개 저널명

S.-W. Lee

Uncertainty-Aware Human Mesh Recovery from Video by Learning Part-Based 3D Dynamics

최근 3D 인체 재구성 방법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비디오에서 정확하고 매끄러운 3D 인체 움직임을 복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고, 인코딩 단계에서 시간적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프레임당 정확도와 모션 평활도 사이의 

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D 포즈와 3D 모션 역학을 동시에 예측하면서 

3D 재구성 작업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한다. 첫째, 불확실성의 힘을 활용하여 동일한 2D 투영을 초

래하는 여러 3D 구성의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본체를 국소 영역으로 분할하면 3D 모션 역학을 추정하는 데 

탁월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i) 2D 포즈 특징을 분포로 제시하는 정적 특징

과 광학 흐름 정보를 포함하는 동적 특징, 그리고 (ii) 신체를 5개의 다른 국소 영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3D 모

션 역학을 추정하는 디코더라는 두 가지 다른 추정을 하는 인코더를 제안한다. 

ICCV 2021

S.-W. Lee

VoiceMixer: Adversarial Voice Style Mixup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정보 병목 현상과 적대적 피드백을 통해 음성 스타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전송할 수 

있는 VoiceMixer를 제시한다. 자기 지도 표현 학습을 통해 제안된 정보 병목 현상은 콘텐츠 정보의 작은 손실

만으로 콘텐츠와 스타일을 분해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보의 적대적 피드백을 위해 판별기는 자체 감독을 통해 

콘텐츠와 스타일 판별기로 분해되어 우리 모델이 변환된 음성 스타일에 더 나은 일반화를 달성할 수 있다. 

NeurIPS 2021

S.-W Lee

Fre-GAN: Adversarial Frequency-consistent Audio Synthesis

본 논문에서는 고도로 개선된 생성 품질로 주파수 정합 오디오 합성을 달성하는 Fre-GAN을 제안한다. 특히, 

먼저 분해능 연결 발전기와 분해능별 판별기를 제시하며, 이는 여러 주파수 대역에 걸쳐 다양한 스케일의 스펙

트럼 분포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고주파 성분을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 판별기에서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다. 우리의 실험에서, Fre-GAN은 품질에서 표준 모델을 능가하면서 지상 실측 오디오와 비교하

여 0.03 MOS의 갭으로 높은 충실도의 파형을 생성한다.

INTERSPEECH 2021

S.-W. Lee

Reinforce-Aligner: Reinforcement Alignment Search for Robust End-to-End Text-to-Speech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강화 학습 기반 기간 검색 방법을 사용하는 종단 간 텍스트 대 파형 네트워크를 제안한

다. 우리가 제안한 발전기는 피드 포워드이며 얼라이너는 누적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부터 적극

적인 피드백을 받아 최적의 지속 시간 예측을 하도록 에이전트를 훈련시킨다. 우리는 훈련된 에이전트에서 생

성된 음소 대 프레임 시퀀스의 정확한 정렬을 입증하여 합성 오디오의 충실도와 자연스러움을 향상시킨다. 

INTERSPEECH 2021

S.-W. Lee

Complete Face Recovery GAN: Unsupervised Joint Face Rotation and De-Occlusion from a Single-

View Image

본 연구에서는 관절 얼굴 회전 및 탈교합에 대해 완전히 감독되지 않은 방식으로 실측 정보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Swap-R&R이라는 자체 감독 전략을 제시한다. 자가 감시를 위한 입력 쌍을 생성하기 위해 폐색을 영상

의 얼굴에서 추정된 3D 얼굴로 옮기고 마치 대략적으로 탈구된 얼굴로 두 번 회전하여 다른 자세에서 회전하

는 것처럼 손상된 얼굴 이미지를 만든다. 또한 렌더링된 두 이미지 사이의 구조적 및 텍스처적 차이를 활용하여 

축소된 질감과 사라진 폐색 영역을 복원하는 Complete Face Recovery GAN(CFR-GAN)을 제안한다. 이 방

법은 가려진 프로필 얼굴 이미지에서 가려진 정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WACV 2022

Top 컨퍼런스

대표저자 논문 제목 및 연구 논문 소개 저널명

S.-W. Lee

Learning Free-Form Deformation for 3D Face Reconstruction from In-The-Wild Images

선형 기저 함수를 사용하여 3D 얼굴을 나타내는 PCA(주성분 분석) 기반 통계 모델인 3DMM(3D Morphable 

Model)은 야생의 단일 뷰 영상에서 3D 얼굴을 재구성하는 데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3DMM은 제한된 

수의 3D 스캔과 전역 선형 기준으로 인해 표현력을 제한했다. 3DMM의 한계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자유 형태 

변형(FFD)을 통해 3D 페이스 메시를 재구성하는 간단한 학습 기반 방법을 제안한다. FFD는 병렬 파이프 그리

드 내에 참조 메시를 내장하고 그리드의 희박한 제어점을 이동하여 메시를 변형하는 기하학적 모델링 방법이

다. FFD는 수학적으로 정의된 기초함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력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제어점의 적절

한 편차를 변형 매개 변수로 추정하여 정확한 3D 페이스 메시를 복구할 수 있다. 3DMM과 FFD 모두 파라메

트릭 모델이지만, FFD의 변형 파라미터는 최종 모양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해석하기가 더 쉽다. FFD의 이

러한 실용적인 장점은 결과 메쉬와 제어점이 일반 사용자가 널리 사용 가능한 3D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메쉬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IEEE SMC 2021

S.-W. Lee

ACNet: Mask-Aware Attention with Dynamic Context Enhancement for Robust Acne Detection

컴퓨터 보조 진단은 최근 비용과 시간 효율성이 낮다는 장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일관성 없는 조명

에 의한 색상 이동, 비늘의 변화, 고밀도 분포 등 여러 과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 기능 개선, 동

적 컨텍스트 향상, 마스크 인식 다중 주의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여드름 감지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첫째, 복

합 형상 개선은 의미 정보와 미세한 세부 사항을 통합하여 형상 표현을 풍부하게 하여 불균형 조명의 악영향을 

완화한다. 그런 다음 Dynamic Context Enhancement는 여러 수용 가능한 다중 스케일 기능 필드를 제어하

여 컨텍스트 개선을 통해 스케일 변동을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인식 멀티 어텐션은 정보가 없는 부위를 

억제하고 가능한 여드름 부위를 강조하여 촘촘히 배열된 작은 여드름을 감지한다. 실험은 여드름 이미지 데이

터 세트인 여드름04와 자연 이미지 데이터 세트인 PASCAL VOC 2007에 대해 수행된다.

IEEE SMC 2021

S.-W. Lee

Subject-Independent Brain-Computer Interface for Decoding High-Level Visual Imagery Tasks

뇌파(EEG) 신호를 사용한 인간과 드론 사이의 통신은 BCI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드론 

군집(방향과 형성)의 통제는 드론 통제에 비해 장점이 더 많다. 시각 이미지(VI) 패러다임은 피험자가 특정한 물

체나 장면을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피험자의 EEG 신호 사이의 가변성 감소는 실제 BCI 기반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VI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주제별 작업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하위 에포치별 기

능 인코더(SEFE)를 제안했다. 이 연구는 VI 기반 BCI의 피험자 간 일반화 가능성을 입증한 첫 번째 시도이다. 

우리는 수행 평가를 위해 리아웃 원 피험자 교차 검증을 사용했다. 우리는 제안된 모듈을 제외했을 때보다 제안

된 모듈을 포함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얻었다. SEFE가 포함된 DeepConvNet은 6개의 서로 다른 디코딩 모

델 중 0.72의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IEEE SMC 2021

S.-W. Lee

GC-TTS: Few-shot Speaker Adaptation with Geometric Constraints

퓨샷 스피커 적응은 몇 가지 훈련 데이터로 새로운 스피커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정 

TTS(Text-to-Speech) 시스템이다. 퓨샷 스피커 적응 시스템에 대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데이터 양에 따

라 대상 스피커와의 스피커 유사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스피커 유사성이 크

게 개선된 고품질 스피커 적응을 달성하는 GC-TTS를 제안한다. 특히, 우리는 차별적인 화자 표현을 배우기 위

해 두 가지 기하학적 제약 조건을 활용한다. 여기서 TTS 모델은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있는 기본 스피커에 대

해 사전 학습된 다음 두 가지 기하학적 제약 조건이 있는 몇 분 간의 데이터에서 새로운 스피커에 대해 미세 조

정된다. 두 가지 기하학적 제약으로 모델은 제한된 데이터에서 차별적인 스피커 임베딩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

는 이해 가능한 음성의 합성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대중적이고 필수적인 방법과 비교하여 GC-TTS의 효과를 

논의하고 검증한다. 실험 결과는 GC-TTS가 몇 분간의 훈련 데이터로부터 고품질 음성을 생성하여 대상 스피

커와의 유사성 측면에서 표준 기술을 능가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IEEE SM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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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Suk

ENGINE: Enhancing Neuroimaging and Genetic Information by Neural Em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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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 뇌질환의 진단 성능을 높인 연구이다. 특히 유전체와 뇌영상 특징간의 관계를 인과적 관점에서 모델링

한 첫 연구로 평가받았다.

ICDM 2021

S.-J. Choi

Trajectory-based Reinforcement Learning of Non-prehensile Manipulation Skills for Semi-

Autonomous Teleoperation

이 논문에서는 Shared Autonomy 개념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매니퓰레이터로 원격조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어질러진 책상에서 목표 물체를 잡고 가져오는 시나리오를 수행할 때, 사용자는 1)목

표 물체, 2)경로 기반 강화 학습으로 학습되어 나온 추천 경로 중에서 원하는 경로를 선택한다. 따라서 작업을 

수행할 때 중요한 결정에 사용자의 의도가 반영이 된다. 이 준자동 원격조종 프레임워크는 로봇이 플래닝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음을 보였다.

ICRA 2022

S.-K. Lee

Learning from Missing Relations: Contrastive Learning with Commonsense Knowledge Graphs for 

Commonsense Inference

본 연구에서는 상식 지식그래프의 누락된 관계를 학습 가능한 새로운 대조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진이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의미적 유사도를 기반으로 이벤트 집합을 대조하여 더 풍부한 지식을 학습 가능

하게 한다. 다양한 상식지식 그래프에서 평균 1.84% 이상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Findings of ACL 2022

S.-K. Lee

KOAS: Korean Text Offensiveness Analysis System

한국어의 공격성을 분석하기 위한 데모 시스템 KOAS(Korean Offensiveness Analysis System) 연구로 감

정 분류와 공격성 감지 작업을 다중 학습함으로써 불쾌한 단어를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감정

적 정보를 함께 고려 가능한 시스템이다. 본 연구진은 이를 위해 공격성 함수를 제안하여 공격성을 점수로 추정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향후 최신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해당 시스템에 활용해 볼 계획이며, 한국어의 공격성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MNLP 2021

S.-K. Lee

FERNIE-ViL: Facial Expression Enhanced Vision-and-Language Model

본 연구는 인간의 감정표현을 통합한 뉴럴언어비전모델을 개발했고, 감정과 관련된 언어비전상식 추론 벤치마

크에서 기존기술 대비 대비 약 4%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IEEE ICCI*CC'21

S.-P. Kim

Sound-Guided Semantic Image Manipulation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텍스트 입력을 넘어 소리를 입력으로 하는 이미지 편집 기술을 제안한다. 우리 모델의 목

표는 원본 이미지의 내용은 유지하면서 소나기, 사이렌 소리, 웃는 소리 등 다양한 장면에서의 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로 학습된 이미지와 텍스트의 멀티 모달 잠재 공간인 CLIP 

임베딩 공간으로부터 소리의 임베딩을 얻을 수 있는 학습 방식을 제안한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쌍은 위키피디

아나 구글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을 수 있으나, 소리는 그 개수가 이미지와 텍스트의 쌍에 비해 제한

적이다. 우리는 주어진 이미지와 오디오, 오디오와 텍스트 간의 대조 학습과 동시에 증강된 오디오 간에도 대조

적으로 학습한다. 이 기법을 통해 소리를 이용한 이미지 편집 기술에 필요한 의미적으로 풍부한 오디오 임베딩

을 얻고, 생성된 이미지와 입력 오디오 임베딩 간의 코사인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편집한다. 우리

가 제안한 적응하는 레이어 마스킹 기법은 코사인 거리를 최소화할 때 계층적인 스타일의 변화를 유도한다. 결

과적으로 텍스트가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소리의 표현을 사람, 동물, 풍경 등 다양한 이미지 편집에 활용할 수 

있다.

CVPR 2022

대학원생_학술활동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김지훈 2021-09-01 INTERSPEECH 2021 ISCA
Fre-GAN: Adversarial Frequency-consistent 

Audio Synthesis
체코

정현승 2021-09-02 INTERSPEECH 2021 ISCA

Reinforce-Aligner: Reinforcement Alignment 

Search for Robust End-to-End Text-to-

Speech

체코

이건희 2021-10-13 ICCV 2021 IEEE

Uncertainty-Aware Human Mesh Recovery 

from Video by Learning Part-Based 3D 

Dynamics

virtual

김지훈 2021-10-18 IEEE SMC 2021 IEEE
GC-TTS: Few-shot Speaker Adaptation with 

Geometric Constraints
virtual

민경서 2021-10-20 IEEE SMC 2021 IEEE

ACNet: Mask-Aware Attention with 

Dynamic Context Enhancement for Robust 

Acne Detection

virtual

이대혁 2021-10-20 IEEE SMC 2021 IEEE

Subject-Independent Brain-Computer 

Interface for Decoding High-Level Visual 

Imagery Tasks

virtual

정하림 2021-10-20 IEEE SMC 2021 IEEE

Learning Free-Form Deformation for 3D 

Face Reconstruction from In-The-Wild 

Images

vir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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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이수련 2021-10-30 IEEE ICCI*CC'21 IEEE
FERNIE-ViL:Facial Expression Enhanced 

Vision-and-Language Model
virtual

정승우 2021-11-04
한국인공지능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한국인공지능학회

Continuous Riemannian Geometric Learning 

with Diffeomorphism Cholesky Mapping
한국

표자은 2021-11-04
한국인공지능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한국인공지능학회

Learning Deep Neural Network for 

Automatic Sleep Staging with Auxiliary Tasks 

for Effective Contextual Encoding

한국

박산희 2021-11-09 EMNLP 2021 ACL
KOAS: Korean Text Offensiveness Analysis 

System
virtual

고원준 2021-11-09 ACPR 2021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Spectro-Spatio-Temporal EEG 

Representation Learning for Imagined 

Speech Recognition

한국

김두연 2021-11-10 ACPR 2021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Label quality in AffectNet: 

results of crowd-based re-annotation
한국

류회성 2021-11-10 ACPR 2021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Predicting decision-making in the future: 

Human versus Machine
한국

이현승 2021-11-10 ACPR 2021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Visualizing the embedding space to explain 

the effect of knowledge distillation
한국

조대현 2021-11-10 ACPR 2021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Paperswithtopic: Topic Identification from 

PaperTitle Only
한국

박세린 2021-11-11 ACPR 2021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Comparing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in Humans and Machines: Using CAM, 

GradCAM, and Extremal Perturbation 

한국

고원준 2021-12-07 ICDM 2021 IEEE
ENGINE: Enhancing Neuroimaging and 

Genetic Information by Neural Embedding
뉴질랜드

이상훈 2021-12-08 NeurIPS 2021 NeurIPS VoiceMixer: Adversarial Voice Style Mixup virtual

주영준 2022-01-08 WACV 2022 IEEE

Complete Face Recovery GAN: 

Unsupervised Joint Face Rotation and 

De-Occlusion from a Single-View Image

미국

정승우 2022-02-21 BCI2022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Continuous Riemannian Geometric Learning 

for Sleep Staging Classification
한국

신동희 2022-02-22 BCI2022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Evolutionary Reinforcement Learning for 

Automated Hyperparameter Optimization in 

EEG Clssification 

한국

특허등록

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번호

석흥일

윤지석

설명 가능한 소수샷 영상 분류 방법 및 장치

10-2316678

이성환

이민지

송채빈

곽노상

청각 자극 기반 수면 유도 시스템 및 그 방법

11191922

이성환

노형래

이상훈

신경망을 이용한 음성 변환 방법 및 장치

10-2340486

본 발명은 설명 가능한 소수샷 영상 분류 방법 및 장치를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설명 가능한 소수샷 영상 분류 장치로서, 실제 영

상을 입력으로 하여 상기 실제 영상에 대한 잠재 변수를 생성하는 

잠재 공간 생성기 및 무작위 잠재 변수를 입력으로 하여 가상의 인

공 영상을 생성하는 영상 생성기를 포함하는 생성기 및 상기 인공 

영상이 상기 실제 영상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판별기로 

구성되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 및 학습이 완료된 상기 잠재 공간 생

성기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제1 영상 및 제2 영상이 동일한 개체를 

갖는지 여부를 분류하고, 상기 제1 영상 및 제2 영상 각각에 대한 잠

재 변수를 합성하여 소수샷 학습의 정성적 평가를 위한 영상을 생성

하는 소수샷 학습부를 포함하는 설명 가능한 소수샷 영상 분류 장치

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는, 컴퓨터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청각 자극 기

반의 수면 유도 방법은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

하여 수면 단계를 분류하는 단계 수면 단계의 분석 결과에 따

른 타겟 주파수를 결정하고, 사용자의 뇌 신호가 타겟 주파수로 

유도되는 바이노럴 비트(Binaural Beat)를 생성하는 단계 생성

된 바이노럴 비트와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정보를 결합하는 단계 결합된 청각 자극 정보를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및 사용자의 현재 수면 단계가 전체 수

면 시간에 대하여 적절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다음 수면 단계를 유도할지 결정하여 결정에 따른 피드백을 수

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하나 이

상의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경우 신경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변환하기 위한 이하의 동작들을 수행하도록 하

며, 상기 동작은, 입력 음성을 음성 특징 추출부에 입력

시켜 획득한 제 1 음성 특징 정보 또는 입력 영상을 영

상 특징 추출부에 입력시켜 획득한 영상 특징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입력 영상과 동기화된 음

성 특징 정보인 영상-음성 특징 정보를 획득하는 동작 

및 상기 영상-음성 특징 정보를 특정 발화자의 음성을 

재구성하도록 학습된 음성 변환부에 입력시켜 상기 입

력 음성을 상기 특정 발화자의 음성 특징이 반영된 음

성으로 변환하는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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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방지선

딥러닝 기반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공간-주파수 특징맵을 생성하는 장치 및 방법

본 발명은 공간-주파수 특징맵 생성 장치에 있어서, 공간-주파수 특징맵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메모

리,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프로세서는 프로그램의 수행에 따라, 뇌 신호 

측정부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자의 동작상상 뇌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뇌 신호로부터 사용자별 최적화된 주

파수 대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적 주파수 대역을 통해 뇌 신호를 필터링하고, 필터링된 뇌 신호로부터 2차원 

특징맵을 추출하고, 추출된 2차원 특징맵을 3차원으로 복셀화하여 입력맵을 생성하는, 공간-주파수 특징맵 

생성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10-2300459

이성환

이민지

KALAFATOVICH 

ESPINOZA 

JENIFER 

KATIUSCA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반 기억력 향상 방법 및 서버

10-2356471

이성환

고한빈

이재웅

사용자 얼굴 피부 분석 방법 및 서버

10-2356465

본원의 일 측면에 따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반 

기억력 향상 방법은 사용자의 뇌파를 유발하고 측정

하기 위한 기억 과제를 단말을 통해 제공하고, 단말

로부터 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중 측정된 뇌신호를 

수집하고, 수집된 뇌신호에 전처리 프로세스를 적용

하여 뇌신호 데이터를 생성하고, 뇌신호 데이터를 

기초로 기억 성능 예측 모델을 통해 뇌파 특징을 추

출하고 기억 여부를 예측하여 뇌신호 분석 결과를 

생성하고, 생성된 뇌신호 분석 결과에 따라 단말을 

통해 직류 자극을 제공한다. 기억 성능 예측 모델은 

뇌신호 데이터를 입력으로 인공신경망을 통해 학습

되어 기억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다.

본원의 일 측면에 따른 사용자 얼굴 피부 분석 방법은 사

용자 단말로부터 수신된 제 1 얼굴 영상과 제 2얼굴 영상

을 기초로 삼차원 좌표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 1 삼차원 얼

굴 모형과 제 2 삼차원 얼굴 모형을 각각 생성하는 단계, 

제 1 삼차원 얼굴 모형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제 1 관심영

역의 삼차원 좌표 데이터를 기초로 제 2 삼차원 얼굴 모형

에서 제 1 관심영역과 매칭되는 제 2 관심 영역을 특정하

는 단계; 제 1 삼차원 얼굴 모형의 제 1 관심 영역과 제 2 

삼차원 얼굴 모형의 제 2 관심 영역의 삼차원 좌표 데이터 

및 개별 특징 데이터에 기초하여 제 1 관심 영역과 제 2 관심 영역을 매칭시키는 단계, 매칭된 제 1 관심 영역

과 제 2 관심 영역에서 변화 데이터를 추출하여 비교 분석 데이터를 생성하고, 개별 특징 데이터 및 비교 분석 

데이터를 포함하는 피부 변화 분석 결과 데이터를 생성하여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술이전

기술이전 대상기관 

(기술개발자)
상세 내용 기술이전 기간 금액(원)

주식회사 소소

(이성환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용자 변화에 강인한 졸음 상태 추정을 위한 도메인 일반화 알고리즘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획득한 뇌 신호 EEG(Electroncephalogram) 데이터를 이용하

여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후,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용자의 뇌 

신호를 분석하여 졸음 상태를 분류하는 사용자-독립적 뇌 신호 분류 알고리즘이다. 

MixStyle augmentation을 이용하여 뇌 신호 데이터를 증대하였고, 정규화 과정을 추

가하여 더욱 강인한 졸음 상태를 추정하는 기술이다.

2021.12.13.

~

2024.12.12

3,000,000

(정액)

그린베리

(이성환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청각 자극 기반 수면 유도 시스템 및 그 방법

본 발명에 따르는, 컴퓨터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청각 자극 기반의 수면 유도 방법

은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수면 단계를 분류하는 단계, 수면 단

계의 분석 결과에 따른 타겟 주파수를 결정하고, 사용자의 뇌 신호가 타겟 주파수로 

유도되는 바이노럴 비트(Binaural Beat)를 생성하는 단계, 생성된 바이노럴 비트와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정보를 결합하는 단계, 결합된 

청각 자극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및 사용자의 현재 수면 단계가 전체 수면 

시간에 대하여 적절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다음 수면 단계를 유도할

지 결정하여 결정에 따른 피드백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2021.11.04
25,000,000

(정액)

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번호

이상근

김강민

이중호

다중작업 학습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 방법 및 서버

10-2347031

본원의 일 측면에 따른 서버에 의해 수행되는 다중

작업 학습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 방법은, 네트워크

를 통해 수집된 원시 데이터에 전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텍스트 분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

계; 상기 텍스트 분류 학습 데이터를 입력으로 제1 

텍스트 분류 모델을 통해 기설정된 제1 분류체계

로 카테고리 분류를 학습시키는 단계; 상기 텍스트 

분류 학습 데이터를 입력으로 제2 텍스트 분류 모

델을 통해 기설정된 제2 분류체계로 카테고리 분

류를 학습시키는 단계; 및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

된 텍스트 데이터를 상기 제2 텍스트 분류 모델에 입력하여 상기 제2 분류체계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상기 제1 텍스트 분류 모델 및 제2 텍스트 분류 모델은 인공신경망 기반 다중작업 학습 프레임워

크를 통해 공유층(Shared layer)으로부터 생성된 카테고리 분류에 사용되는 특질을 공유해서 학습되는 것이

고, 상기 제1 분류체계 및 제2 분류체계는 오픈 디렉토리 프로젝트(ODP, Open Directory Project)에 기초한 

카테고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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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참석후기

2021년 11월 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MNLP)를 참가하였습니다. 학회 

참석을 통해 한국어의 공격성을 분석하기 위한 데모 시스템 KOAS (Korean Offensiveness Analysis System) 발표를 영어로 최

고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자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감정 분류와 공격성 감지 작업을 다중 학습함으로써 불쾌한 단어를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감정적 정보를 함께 고려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격성 함수를 제안하여 공격성을 점수로 추정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향후 최신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해당 시스템에 활용해 볼 계획이며, 한국어의 공격성을 분

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수행한 연구를 영어로 전 세계의 인공지능 연구자들

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

니다.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로그를 통해 한

국어 특유의 잠재적으로 내재된 공격성에 대한 관심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편향과 윤리적 AI라는 큰 주제

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름: 박산희

학회명: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MNLP 2021)

개최일정: 2021년 11월 7일~11일

하이원 리조트에서 진행된 The 10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학회에 참가했습니다. 학회에 제

출한 Evolutionary Reinforcement Learning for Automated 

Hyperparameter Optimization in EEG Classification 논문에 대해 구

두 발표를 하였으며,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 발표 또한 청강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급부상하는 메타버스 기술을 BCI에 접

목 시키는 연구에 대해 큰 흥미를 느꼈으며, 다양한 필드에서 BCI 연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사분들의 BCI 기조연설을 통해 연구 동향 및 최신 트렌드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앞으로 추후 연구 계획 구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름: 신동희

학회명:  The 10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2022)

개최일정: 2022년 2월 21일~23일

학술대회 참석후기

2021년 10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IEE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Informatics and Cognitive 

Computing에 참가하였습니다. 학회 참석을 통해 인간의 감정표현을 통한 뉴럴언어비전모델 FERNIE-ViL에 대한 발표를 영어로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자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연구는 기존 멀티모달 모델에 인간에 표정에서 드러나는 감정적 정보를 함께 

고려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감정과 관련

된 언어비전상식 추론 벤치마크에서 기존 기술 대비 약 

4%의 성능을 향상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

다 넓은 범위의 비언어적 표현을 해당 시스템과 융합해 

볼 계획이며, 상식추론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

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었지

만, 제가 수행한 연구를 영어로 전세계의 인공지능 연구

자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더할 나위없이 기

뻤습니다. 

이름: 이수련

학회명:  IEE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Informatics & 

Cognitive Computing (IEEE ICCI*CC'21)

개최일정: 2021년 10월 29일~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