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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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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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전문인력의 전략적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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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학부 인공지능융합전공 신설

모집정원

• 년간 50명 내외

융합전공이란?

• 2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 설치한 전공이며 융합 전공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주관 대학

• 정보대학

관련 학과

• 기계공학부, 뇌공학과, 바이오의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학과

홈페이지

• http://xai.korea.ac.kr



인공지능융합전공 교육 목적 및 목표

교육 목적

• 기계공학, 뇌공학, 바이오의공학, 산업경영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학

등의 다학제간 융합전공을 통하여 미래융합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융합적 소양을 지닌 인재 양성

교육 목표

• AI의 기본 원리 이해에 필수적인 기초 교육

• AI 기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과학 기초 교육

• 융·복합적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AI 기술 응용 및 실습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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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고급 AI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한

세계 수준의 인공지능대학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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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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협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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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최우수 대학, 연구소, 국외기업 30여 곳과
글로벌 공동 교육·연구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협력 기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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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기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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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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융합전공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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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전공필수

BNCS401 뇌 및 머신러닝 입문 3(3)
COSE213 자료구조 3(3)

COSE382 확률 및 랜덤과정 3(3)

전공선택

BNCS311 뇌 및 인지과학 개론 3(3)
BNCS313 뇌 및 의공학 입문 3(3)

BNCS314 생명물리학 3(3)
BMED311 생체신호처리 3(3)

BMED318 의학영상처리 3(3)
COSE281 공학수학 3(3)

COSE361 인공지능 3(3)
COSE362 기계학습 3(3)
COSE461 자연어처리 3(3)

COSE474 딥러닝 3(3)
COSE485 정보이론과 추론학습 3(3)

IMEN151 선형대수 3(3)
IMEN321 데이터마이닝 3(3)

KECE470 패턴인식 3(3)
KECE471 컴퓨터비젼 3(3)

MECH457 수치해석 3(3)
MECH483 로봇공학 3(3)
AISE301 인공지능과 윤리 3(3)

AISE401 인공지능 응용과 이해 3(3)



인공지능융합전공 이수 규정

교육과정 이수 규정

• 본 융합전공(필수 및 선택) 학위를 위한 총 이수 학점은 전공필수 9학점을

포함하여 총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이수 학점의 경우, 인공지능

융합전공 교과목 중, 본인 제1전공이 아닌 타 전공 영역에서 최소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중복 인정

•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한다.

졸업 요구 조건

• 공인 영어 성적 및 한자 급수는 제 1전공 졸업 요구 조건을 따름



인공지능융합전공 지원 안내

지원 자격

• 제1전공이 배정된 학생으로 3학기 이상 등록자

ü 단, 편입생은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제2전공(이중, 융합, 학생설계)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지원이 불가능

ü 단, 제2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가 지원하려는 경우 반드시 일정기간 내에 포기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포탈시스템에 직접 포기신청 함)

ü 제2전공 합격 후 포기하고 재 지원할 경우 1회에 한하며, 재 지원하여 불합격하는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한다.

유의 사항

•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ü 단, 학사편입자의 제2전공 이수는 선택 사항

전형 일정

• 신청기간: 2020년 4월 22일(화) 10:00 ~ 2020년 4월 24일(금) 17:00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포탈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융합전공 신청)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