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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사회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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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 시대

AI

(3D printing)

IoT/인공지능 기반의
만물초지능 혁명

사람, 사물, 공간의
초연결, 초지능화를
통한 전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이 2045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

• BBC(2013), 유엔 미래보고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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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and engineering of making intelligent machines
[John McCarthy, 1956]

Tomorrow’s World: A guide to the next 150 years [BBC, 2013] 유엔 미래보고서 2045 [유엔미래포럼, 2015]



인공지능대학원 설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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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AI 전문가 부족 현상 발생

• 전 세계적으로 AI 인재 70만 명 부족 전망

• 국내는 석박사급 AI 고급인력 향후 5년간 1만여명 부족 전망

세계는 AI 인재 확보 및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단행

• (중국) AI+X 복합 전공 100개 개설, 2022년까지 교수 500명, 학생 5천명 육성 목표

• (미국) MIT AI 대학 설립에 약 1조(10억 달러) 투자

• (영국) 2025년까지 정부 지원으로 AI 전공 박사 1천명 양성 목표

미래 AI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박사급 AI 연구자의 전략적 육성 필요



국내 최초 인공지능대학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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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 신설 사업 선정
10년간 정부지원 최대 190억원, 민간지원 최대 80억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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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박사급 AI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대학원 도약



인공지능학과 전임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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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원 교육·연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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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AI 분야 최우수 SCI 저널* 논문 수(최근 5년간)

59
AI 분야 최우수†/우수‡ 컨퍼런스 논문 수(최근 5년간)

90/31건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최근 3년간)

46.0세
평균 연령

144.9억원/39건
정부과제 수탁 실적(최근 3년간)

14건
AI 분야 국제 저널 편집위원 활동(최근 3년간)

267
AI 분야 SCI 저널 논문 수(최근 5년간)

4,902
연평균 논문 피인용 수(Google)

59.4억원/25건
산학과제 수탁 실적(최근 3년간)

3.94
논문 당 평균 IF(최근 5년간)

* AI 분야 최우수 저널: JCR IF 기준 상위 10% 저널
† AI 분야 최우수 컨퍼런스: NeurIPS, ICML CVPR, AAAI, IJCAI 등 CSRankings에서 선정한 13개 최우수 컨퍼런스
‡ AI 분야 우수 컨퍼런스: Guide2Research에서 선정한 우수 컨퍼런스(http://www.guide2research.com/topconf/)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기준 2019년 9월 기준

225건
국제공동 교육·연구 협력(최근 5년간)

32건
공개 SW§(최근 3년간)

http://www.guide2research.com/topconf/


전임 교원 소개(1/2)

Christian Wallraven – 인지로봇, 컴퓨터 비젼

• University of Tübingen, Cognitive Science 박사(2007)

• 연구실 : Cognitive Systems Lab (http://cogsys.korea.ac.kr)

감태의 – 뇌질환 진단, 딥러닝, 뉴로이미징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 박사(2017)

• 연구실 :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Lab (https://sites.google.com/view/medailab)

석흥일 – 기계학습, 패턴인식, 뇌질환 진단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 박사(2012)

• 연구실 : Machine Intelligence Lab (https://milab.korea.ac.kr)

성준경 – 뇌신경망 분석, 뇌질환 분석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2005)

• 연구실 : Brain Reverse Engineering by Intelligent Neuroimaging (http://brein.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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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gsys.korea.ac.kr/
https://sites.google.com/view/medailab
https://milab.korea.ac.kr/
http://brein.korea.ac.kr/


전임 교원 소개(2/2)

이상근 – 데이터과학,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 박사(1999)

• 연구실 : Data Intelligence Lab (http://dilab.korea.ac.kr/)

이성환(주임교수) – 패턴인식, 기계학습, 컴퓨터 비젼

• KAIST 전산학 박사(1989), IEEE Fellow,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연구실: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Lab (http://pr.korea.ac.kr)

정원주 – 머신러닝, 신경정보처리

• Cornell University, 전기공학 박사(2003)

• 연구실 :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Lab (http://spl.korea.ac.kr/)

최성준 – 로봇, 머신러닝

• 서울대학교 전기 컴퓨터공학 박사(2018)

• 연구실: Robot Intelligence Lab (https://sites.google.com/view/sungjoon-choi/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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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ilab.korea.ac.kr/
http://pr.korea.ac.kr/
http://spl.korea.ac.kr/
https://sites.google.com/view/sungjoon-choi/home


교육·연구 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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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인재상 ’A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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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공지능 기술 강국 대한민국, 
‘AI KOREA’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 산학협력 강좌, 글로벌 AI 기업 인턴십 등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빅데이터, 신경망 등의 기반전공 교과목 개설

• ‘기초전공-기반전공-심화전공-산학/창업연계’의 AI 특화 교육 커리큘럼 운영

•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문제 중심적 학습(PBL)’ 방식의 교과목 운영

•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는 ‘Moonshot 프로젝트*’ 시행

• ‘IT 창업 및 경영’, ‘기술사업화’ 등 창업연계 교과목 운영

• 국내외 AI 기업 및 해외 유수 대학과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Moonshot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한 단기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아이디어의 현실화 가능성 등을 중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선별된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



교육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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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화 교과목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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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인턴십

AI+X

창업연계

문제중심학습

자기주도학습

연구지도
(XAI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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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식

• AI 기술과 관련한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연구 제안서 제출

• 수업시간 공개발표를 통해 담당 교수와 학생들의 평가로 통과 여부 결정

• 진행 상황 정기 보고, 학생 평가, 성과물 및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연구 성취도 평가

• 우수연구 성과는 논문 작성 지원, 산학 과제 발전, 연구경진대회(KU AI Challenge) 출전 장려

심사평가 기준

학생주도 창의자율연구: 창의학습프로젝트

심사기준 배점 평가 가이드

혁신성 35
 과제 결과물의 산업적 가치 평가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율을 중점으로 평가

완성도 30
 연구 제안서상의 연구 프로젝트 목표 계획 대비 달성도 평가
 목표 이상의 성과 달성 시 추가 점수 부여

확장성 35
 연구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연구 가치 평가
 심화 연구로의 확장 가능성 평가

AI 기술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발전시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연구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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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식

• 매 학기 초 KU-AI Challenge 대회 공모(단 1차년도 제외)

• 학생들이 만든 예산안을 토대로 연구비 지원(최대 1,000만원)

• 해당 과제 연구 성과에 대한 논문 지도 및 해외 학회 경비 등의 재정 지원

• 우수 과제 선정을 통해 산학 과제화 및 교내 창업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 지원

심사평가 기준

• 인공지능대학원 교수진들과 외부 산업체 초청 인사들이 과제 제안서 심사

• 최대 3팀 이내 선정

학생주도 창의자율연구: KU AI Challenge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및 지원하는 학생주도 연구과제 경진대회

심사기준 배점 평가 가이드

기술성 25
 제안된 연구가 가진 기술적 잠재 능력을 평가
 제안된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산업, 기술 발전의 정도를 평가

계획성 25
 프로젝트 계획의 체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심사
 예산이나 계획이 지나치게 과장된 경우 감점

창의성 25
 해당 연구 주제의 독창성
 해당 연구 방법의 창의성

도전성 25
 해당 연구 프로젝트의 기술적 난이도 평가
 연구 프로젝트 완료 시 학문적 성취도 및 산업적 활용도 평가



글로벌 협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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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최우수 대학, 연구소, 국외기업 30여 곳과
글로벌 공동 교육·연구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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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 초빙을 통한 팀티칭 및 단기강좌 진행

• 협약을 맺은 해외 석학과 본교의 교수가 팀을 이루어 강의하는 팀티칭 교과목 개설

• 방학기간 중 해외 전문가 초빙 단기강좌 진행

해외 유수 대학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 지원

• 교육·연구 협력 협약을 맺은 해외 유수 대학에서의 강의 청강

• 해외 협력교수 연구실에서의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 배양

AI 특화 온라인 공개강좌(Open Courseware) 제공

• 교육·연구 협력 협약을 맺은 해외 유수 대학의 커리큘럼을 참고하여 다양한 온라인 공개강좌 제공

• 본교의 온라인 공개강좌(KU-OCW) 플랫폼을 활용한 공개강좌 제공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국제 공동 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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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화 글로벌 협력 기업·연구소와의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 학생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턴십 기관 제공(10여 곳 이상의 해외 유수 기업을
포함한 총 40여 곳 이상의 글로벌 유수 AI 기업/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 파견 일정 및 기간

• 단기 인턴십의 경우 참여 대학원생들의 학업을 고려하여 방학 기간 중 파견할 예정

• 박사과정 전원 최소 3개월 이상 국내외 공동연구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인턴십 프로그램 사후 관리

• 인턴십 참여 대학원생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 개선 및 관리

•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유수 AI 기업/연구소로의 취업 연계 유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해외 인턴십



협력 기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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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기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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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자연어 처리, 시각 콘텐츠의 태
깅 및 분류, 언어 이해 등의 다양한 AI 원천 기술
및 상용화 기술 보유

웹 기반의 사진 및 동영상 자동 분류 및 빅데이
터 기반 자동 콘텐츠 추가 서비스 등의 뛰어난
사업화 역량 보유

딥러닝 오픈 라이브러리 TensorFlow를 활용한
헬스케어 AI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등의 AI 응용 기술 보유

Google의 자체 개발 음성서비스가 탑재된 인공
지능 스피커 Google Home 등 다양한 혁신 기
술을 시장에 공개

지능형 챗봇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AI 서비스 등
이 사전 구축된 AI 플랫폼 Azure 보유

개발 툴킷인 Azure AI를 활용한 제품(개인 비서
코타나가 탑재된 인공지능 스피커, 드론 등) 상
용화 역량 보유

AI 플랫폼 Watson을 기반으로 암 진단, 유전체
분석과 같은 의료 서비스 및 고객 응대 서비스가
가능한 챗봇 솔루션 보유

암 진단 보조 솔루션 Watson for Oncology, 스
마트 데이터 분석 솔루션 Watson Analytics등
다양한 분야에서 Watson 기반 솔루션 상용화 역
량 보유

대표적 협력 기관 역량: 해외 AI 기업

21

협력 분야사업화 역량핵심 기술협력기관

사진 및 영상 자동 분류 기술, VR 기반의 가상현
실 생성 기술 등의 AI 응용 기술 보유

음성인식 기반 개인비서 시스템 Alexa가 탑재된
인공지능 스피커, 배송센터 물건 탐색 로봇 Kiva
와 같은 AI 기술의 사업화 역량 보유



적은 수의 데이터로 학습 가능한 딥러닝 기술 등
의 핵심 원천기술과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
에 접목 가능한 AI 응용 플랫폼 기술 보유

각종 질환을 조기 예측하여 환자들이 최적의 치
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AI 솔루션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며 서비스 사업화 진행 중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의 문의사항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학습
한 AI 챗봇 및 사용자 맞춤 물품 추천 AI 기술 등
을 보유

인공지능 기반의 쇼핑 보조 챗봇 서비스와 촬영
된 영상 기반 품목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쇼핑
서비스 제공

AI 센터와 NLP 센터를 중심으로 게임AI 랩, 비전
AI 랩, 지식AI 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학습,
딥러닝, 시물레이션 기술 기반의 게임 AI 핵심
기술 보유

엔씨소프트사의 게임 콘텐츠에 AI 기술을 접목
시켜 실시간으로 상대의 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AI 게이머 ‘비무 AI’를 개발하여 사업화 게임 검
증 등에 활용

개인 맞춤형 게임 개발을 위한 서비스 엔진인 콜
롬버스를 제작하였으며, 자동 콘텐츠 생성, 음성
및 동작 인식 기술 등 다양한 게임 AI 원천 기술
보유

사용자 패턴을 학습하는 지능형 게임을 제공하
고, 축적된 노하우로 더욱 고도화된 AI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게임 서비스 제공 중

얼굴, 음성 인식을 통해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는
인터랙션 기술 등의 AI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자제품과 연동 가능한 AI 응용
기술 보유

음성 인식 개인비서 빅스비가 탑재된 로봇 청소
기, 스마트 TV 등과 같은 다양한 삼성전자 사업
군의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 사업화 역량 보유

대표적 협력 기관 역량: 국내 AI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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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분야사업화 역량핵심 기술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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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원과 양재 R&CD 혁신허브를 통하여 AI 기술 관심 기업들에게 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 양재 R&CD 혁신허브: 도심형 R&D 캠퍼스로 AI 특화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 수행

(사)지능정보산업협회를 통하여 뛰어난 AI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산학
협력 체계 강화

• (사)지능정보산업협회: AI 관련 산업계 구성원들의 협력과 유대강화로 AI 산업의 생태계 구축 및 발전을 도모

지속적 산학협력 체계 강화

아이콘트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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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학점 요건

석사 학위 심사청구 요건

• 최소 수료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종합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학위 논문 심사청구 가능

• 종합 시험은 수학/통계(1과목 선택), 전공필수(기계학습 1과목), 전공선택(1과목 선택)으로 구성

• 본 학과의 전임교수와 외부 전문가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 SCI 저널 또는 국제 컨퍼런스† 논문 1편을 단독 제1저자로 발표 허가 받은 자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인공지능 분야 SCI 저널 또는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학과 내규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최소학점 교과학점 24
교과학점 54

연구지도 16(단축 시 12)
교과학점 36
연구지도 8

필수이수
기초공통과목 6

전공과목 6
기초공통과목 12

전공과목 27
기초공통과목 9

전공과목 18

수학/통계(택1) 전공필수 전공선택(택1) 영어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계학습

딥러닝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빅데이터 분석
신경망

TOEIC 800점 이상, 
TOEFL(iBT) 90점 이상,
또는 TEPS 65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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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전공 분야의 타대학 동일과정 인정

• 동일 전공 분야의 타대학 동일과정의 전공과목 이수 시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점까지 전공과목으로 인정

본교 대학원 타전공의 전공과목 인정

• 본교 대학원 타전공의 전공과목 이수 시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점까지
전공과목으로 인정 (단, 본교 대학원 뇌공학과 또는 컴퓨터학과의 전공과목 이수 시 석사과정은
12학점까지, 석·박사통합과정은 27학점까지,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전공과목으로 인정)

박사 졸업 논문 심사청구 요건

• 최소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학위 논문 심사청구 가능

• 종합시험은 수학/통계(1과목 선택), 전공필수(기계학습 1과목), 전공선택(2과목 선택)으로 구성

• 본 학과의 전임교수와 외부 전문가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 JCR IF 기준 상위 10% 논문 또는 최우수 국제컨퍼런스† 논문을 제1저자로 발표 허가 받은 자에 한함

• 재학 중 최소 3개월의 국내외 산업체/연구기관 공동 연구 또는 인턴십 수료 필수

인공지능학과 내규

수학/통계(택1) 전공필수 전공선택(택2) 영어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계학습

딥러닝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빅데이터 분석
신경망

TOEIC 800점 이상, 
TOEFL(iBT) 90점 이상,
또는 TEPS 650점 이상

†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인공지능 분야 최우수 국제컨퍼런스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일정 안내

모집 인원 : 석사 0명 / 석·박사통합과정 00명 / 박사과정 00명

지원 자격 : 전공 제한 없음

지원서 입력 : 10월 5일(월) ~ 19일(월) (인터넷 입력)

서류 접수 : 10월 5일(월) ~ 20일(화) (우편 및 방문 접수)

구술 시험 : 11월 14일(토) (예정)

• 구술 시험 전, 희망 지도 교수와 사전 면담을 적극 권장함

합격자 발표 : 12월 10일(목) (예정)

※ 대학원 희망 지도교수 사전 면담 안내

• 학생의 연구 관심 분야와 입학 후 지도 예정 교수의 연구 분야의 일치 여부 등은 구술

면접 시험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교수님과 면담 요청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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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학과 재학생 특전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인건비와 TA/RA 장학금 등을 통하여 지급

 대학원생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일부 지원

 단, 장학금 지급은 전일제 일반 학생(산업체 또는 정부 기관 파견 학생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학과 내규를 따름

박사과정 전원 학위 기간 중 국내외 협약 체결 기관들과 국제 공동연구 또는

인턴십 지원(3개월 이상)

• CMU, MIT, UC Berkeley, IBM, Google, Facebook, Microsoft, 삼성전자 , 넷마블 ,

NC소프트, 인터파크, 네이버, HDC아이콘트롤스, NTRobot, LG이노텍 등 50여 기관

AI 협력 기관들과의 산학협력 과제 참여 가능

• 삼성전자, 넷마블, NC소프트, 인터파크, 호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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