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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에서 인공지능연구소는 한국멀티미디어학회와

10:00 – 10:10

장영수 총장(부경대학교)
김치용 회장(한국멀티미디어학회)

권기룡 교수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연구 저변확대 및 학제
적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 2회 인공지능과 미래융합기

1부

술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분야의 학자, 전문가들을 모

10:10 - 11:00

딥러닝 컴퓨터비전: 도전과 한계
권인소 교수(KAIST)

권기룡 교수

시고 ‘미래를 바꿀’ 인공지능의 현 주소, 그리고 미래 융합기
술을 그려보도록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으

11:10 – 12:00

AI Security

송하주 교수

이석환 교수(동아대학교)

로 진행이 되며 새로운 언택트와 온택트 시대의 공유의 장으
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12:00 – 13:00

중식

본 행사는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외연과 내실을 넓

-

2부

혀가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적
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Deep Commonsense Intelligence:
13:00-13:50

Cracking the Longstanding Challenge in AI

신봉기 교수

최예진 교수(Univ. of Washington)

14:00-14:50

14:50-15:10

AI 시대와 스마트홈, LG전자
김주민 연구소장(LG전자 AI 연구소)
휴식

정완영 교수

-

3부

공과대학

주최
주관

(사)

15:10 – 16:00

기계학습을 이용한 동적 시스템 모델링
김탁곤 교수(KAIST)

최선한 교수

한국멀티미디어 학회장 김 치 용

인공지능연구소
인공지능융합교육연구단
후원

부경대학교 공과대학장 손 정 현

부경대학교 LINC+ 사업단
부산산업클러스터산학관협의회

부경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장 권 기 룡

16:10 – 17:00

17:00 ~

일상생활에 스며든 네이버 AI 그리고 미래
하정우 연구소장 (NAVER AI 연구소)
폐회식

김영봉 교수

권기룡 교수

강사 약력

강사 약력

권인소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김주민 LG전자 AI 연구소 연구소장

▲1990 (미)Carnegie Mellon Univ. 로보틱스공학 박사 ▲1990~1992 TOSHIBA R&D센터 연구원
▲1992~현재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2016 한국로봇학회 회장 ▲2018 한국컴퓨터비
전학회 회장

▲2001 숭실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2014 (핀란드)Aalto University MBA ▲2001~2018 LG
전자(인공지능연구소 Cognitive Vision Team 팀장, 미래IT 융합연구소 Machine Learning Team
팀장, 미래IT 융합연구소 Human Computer Interaction 팀장, 미래IT 융합연구소 Immersive
Computing 팀장 ▲2018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장(상무)

발표초록 본 강연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서 소개한다. 분명 딥러닝 기술은 수많은 인공지능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지
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Big Data Problem (2) Generalization Problem (3) Robustness
Problem. 본 강연에서는 이 같은 딥러닝 기술의 세가지 근본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KAIST-RCV 랩에서 개
발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의 가능성과 한계를 설명한다. 또한, 많은 컴퓨터비전 문제에 광범위하
게 적용될 수 있는 주의집중형 딥러닝 모델인 "Convolutional Block Attention Module(CBAM)"을 다양한 실제 적
용사례를 중심으로, 딥러닝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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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발표초록 시대와 기술의 관계 속 산업 트렌드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인공지능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LG전자의 AI Insight 및 LG의 인공지능 제품 소개와 함께 LG가 그리는 스마트 홈과 미래 LifeStyle
을 소개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고민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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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곤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이석환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04 경북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2005~2020 동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2019 동명대
학교 소프트웨어대학 학장 ▲2020~현재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20 부산광역시 AI기
획위원회(인력양성,해양조선)

▲1988 (미)University of Arizona 컴퓨터공학 박사(M&S 전공) ▲1980~1983 부경대학교 통신공
학과 전임강사 ▲1989~1991 (미)University of Kansas 전기 및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1991~현재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명예교수 ▲2005 한국시뮬레이션학회 회장 ▲2018~현재 ㈜한국
디지털트윈연구소 CTO

발표초록 ML/DL 모델의 안전성과 보안성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ML/DL 모델의 대표적인 Attack과 Misuse
경우인 적대적 공격(Adversarial attack)과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
러 기술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가치가 높은 ML/DL 모델과 GAN에 의하여 생성된 콘텐츠 및 기술에 대한
Copyright 문제, 그리고 학습데이터들의 Privacy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ML/DL 워터마킹 기술
과 Private AI에 대하여 소개한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AI, 가상현실, 5G, IoT 등 기술들이 결합한 Digital Twin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Digital Model 시뮬레이션 사례와 간단한 드론을 이용한 Pre Digital
Twin 사례를 소개한다.

발표초록 기계학습(지도학습)은 학습데이터 집합 TS = X × Y가 주어졌을 때 (X, Y) 관계를 근사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함수 f: X → Y를 찾는 과정이다. 즉 찾고자 하는 함수 f(x)를 가설적 모델로 설정한 후 [y - f(x)]의
RMSE가 최소가 되도록 f(x)의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AI 분야에서 객체 인식/분류 등을 위한 지도학습에서는
가설적 모델을 정적 데이터 모델인 인공신경망으로 설정하고, 신경망의 가중치를 조정한다. 본 강연에서는
학습 대상 시스템이 동적 시스템일 때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설적 모델로 설정하고 이를 학습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제안된 학습 방법은 Model-free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f(x)를 시뮬레이션하면서 모델 속에 포
함된 파라미터, 매트릭스 혹은 함수를 학습한다. 연속시간 동적 시스템과 이산사건 동적 시스템에 대한 학습
을 예시한다.

최예진 Univ. of Washington 컴퓨터공학부 교수

하정우 NAVER AI 연구소 연구소장

▲2010 (미)Cornell Univ. 컴퓨터공학 박사 ▲2010~2014 (미)Stony Brook Univ. 컴퓨터공학과 조
교수 ▲2014~현재 (미)Univ. of Washington 컴퓨터공학부 부교수 ▲2016 IEEE AI’s 10 to Watch
선정 ▲2018~현재 (미)Allen Inst. for AI Senior Research Manager

▲2015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2003~2006 삼성SDS SW Engineer ▲2015~2016 네이버
랩스 Research Scientist & Tech Lead ▲2017~현재 네이버 AI 연구소 연구소장

Abstract Despite considerable advances in deep learning, AI remains to be narrow and brittle. One
fundamental limitation comes from its lack of commonsense intelligence: reasoning about everyday
situations and events, which in turn, requires knowledge about how the physical and social world works.
In this talk, I will share some of our recent efforts that attempt to crack commonsense intelligence with
emphasis on intuitive causal inferences and the synergistic connection between declarative knowledge
in multimodal knowledge graphs and observed knowledge in unstructured web data. I will conclude the
talk by discussing major open research questions, including the importance of algorithmic solutions to
reduce incidental biases in data that can lead to overestimation of true AI capabilities.

발표초록 인공지능은 기술을 넘어 인터넷, 스마트폰 등 일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꼽힌다. 네이버도 지난
몇 년간 AI R&D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집중해 사용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그 일환으
로 네이버는 한국,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AI R&D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본 강
연에서 연사는 NAVER CLOVA를 중심으로 사용자들 일상생활 속에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AI 기술과 서비
스를 공유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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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 반드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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