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학회

2019년 인공지능
동계 단기강좌
2019년 2월 13일(수) ~ 15일(금)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과학도서관 5층 강당(508호)
주최
후원

고려대학교 뇌인공지능연구센터
UNIST 설명가능인공지능연구센터

사전등록 바로가기
http://www.aiassociation.kr/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학회입니다.
(사)한국인공지능학회에서 2019년 인공지능 동계 단기강좌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패턴인식 및 기계학습을 연구하고 계신 국내 최고의 권위있는 9분의
연사를 초빙하여, 기초 이론부터 기술 응용까지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수강자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I. Goodfellow, Y. Bengio, A. Courville이 공동 집필한
“Deep Learning, MIT Press (2016)”을 교재로 하여, 패턴인식 기계학습 연구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응용에 대한 지식을 심도있게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학회 드림

프로그램
2월 13일(수)

2월 14일(목)

2월 15일(금)

Deep Learning Basics

Deep Learning Research

Deep Learning Applications

일자
시간

접수확인 및 현장등록

08:30~09:30

09:30~11:30

Applied Math for ML

Regularization and Optimization in
Training Deep Neural Networks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최종현(GIST)

박주영(고려대)

신봉기(부경대)

Lunch Break

11:30~13:00

13:00~15:00

Machine Learning
Basic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Meta-Learning for
Few-shot Classification

석흥일(고려대)

김인중(한동대)

김세훈(AITRICS)

Coffee Break

15:00~15:30

15:30~17:30

Deep Feedforward
Networks

Recurrent Neural
Networks

Deep Generative
Models

정원주(고려대)

조성호(KAIST)

양은호(KAIST)

연사 소개
Applied Math for ML

Machine Learning Basics

신봉기 교수(부경대학교)

석흥일 교수(고려대학교)

1999 - 현재 : 부
 경대학교 IT융합응용 공학과 교수
1991 - 1995 : KAIST 전산학과 박사
1987 - 1991 : 한
 국통신SW연구소 선임연구원

2015 - 현재 : 고
 려대학교 뇌공학과 부교수/조교수
2012 - 2014 :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Postdoc Fellow
2012 : 고
 려대학교 컴퓨터ㆍ전파통신 공학과 공학박사

Deep Feedforward Networks

Advances in Deep Learning

정원주 교수(고려대학교)

최종현 교수(GIST)

2008 - 현재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2005 - 2007 : 명지대 통신공학과 조교수
2003 - 2005 : Dotcast Inc. Senior System Architect
1998 - 2003 : Cornell University, 전자공학 박사

2018 - 현재 : GIST 전기전자공학부 조교수
2016 - 2018 : Allen Institute for AI, Research Scientist
2015 :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전기및
컴퓨터공학 박사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Recurrent Neural Networks

김인중 교수(한동대학교)

조성호 교수(KAIST)

2016 - 현재 : 머신러닝-스마트카 센터장
2006 - 현재 :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교수/학부장
2012 : U.C. Irvine 방문 교수
2001 - 2006 : (주)인지소프트 책임연구원

2008 - 현재 KAIST 전산학부 조교수, 부교수
2006-2007 : MIT Media Lab 박사후 연구원
2006 : MIT 전자전산학 박사

Deep Reinforcement Learning

Meta-Learning for Few-shot
Classification

박주영 교수(고려대학교)

김세훈 박사(AITRICS)

1993 - 현재 : 고려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1992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전기및컴퓨터
공학과 박사
1983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2017 - 현재, AITRICS 선임 연구원
2018 : POSTECH 컴퓨터공학 박사
2009 : POSTECH 컴퓨터공학 학사

Deep Generative Models
양은호 교수(KAIST)
2016 - 현재 : KAIST 전산학부 조교수
2014 - 2016 : IBM T.J. Watson Research Center,
Research Staff Member
2014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컴퓨터과학 박사

등록안내 및 문의처
▶ 등록비
일반

구분
등록
사전등록
현장등록

회원
300,000
350,000

학생
비회원
350,000
400,000

회원
200,000
250,000

비회원
250,000
300,000

▶ 사전등록
•사전등록 기간: 2018년 11월 30일(금) ~ 2019년 2월 6일(수)
•사전등록 바로가기
•한국인공지능학회 홈페이지(http://aiassociation.kr) -> 2019년 인공지능 동계 단기강좌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 정회원 또는 비회원 사전등록 신청 및 확인 클릭-> 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 결제

▶ 현장등록: 행사당일 안내데스크에서 수기등록 후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능
▶ 기타안내
•강의자료는 행사 당일 등록데스크에서 배포됩니다.
•동계강좌 등록 후 참가 시 "참가확인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동계학교 참가확인증이 필요하신 분은 2월 18일(월)부터 2월 22일(금)까지 학회 이메일
주소(kaia@aiassociation.kr)로 성함과 소속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들께는 단기강좌 3일간의 중식을 제공합니다.
•당일 주차할인권 구입 가능합니다. (종일권: 5천원)
•문의: kaia@aiassociation.kr

오시는 길
▶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과학도서관 5층 강당

▶ 지하철역: 6호선 안암역(4번 출구) 도보 5분
▶ 버스정류장
•개운사 입구(버스: 2115, 성북04)
•고대이공대, 고대병원(버스: 1111, 성북04, 273)
•안암오거리(101, 144, 173,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