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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AI 콘퍼런스 개요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인공지능 글로벌 콘퍼런스 『2018 AI.CON』

○ 일 시 : ’18. 12. 18.(화) 09:00~18:00

○ 장 소 : 양재R&CD혁신허브(서초구 태봉로 114)

2 양재 R&CD 혁신허브 개요

 사업개요

○ 대 상 지 : 서초구 태봉로 114 일부층(1,5,6,8 층)

○ 활용방안 : 인공지능 관련 기업 오피스 지원, 공용장비시설, 인재양성, 네트워킹․

코워킹 공간 지원 등

○ 운영기관 : 카이스트·모두의 연구소 컨소시엄

 주요 프로그램

○ 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 및 인공지능 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 ‘KAIST AI School’ 및 GPU 클러스터 제공 등 인공지능 분야의 적극 지원을 통해

관련 분야의 핵심인재 육성

○ 국내·외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공지능 특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국내·외 유명 인공지능 연사를 초청한 인공지능 콘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인공지능

및 관련 양재 일대 R&D 기업 간 AI교류광장 개최로 교류·협력 기회 제공

층 별 면 적 주요시설

1층 500㎡
 개방형 네트워킹 스페이스
- R&D 종사자를 위한 세미나·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5층 1,050㎡
Co-Working 및 기업보육 지원 공간
-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 및 GPU 서버 등 제공

6층

8층
1,350㎡

인공지능 연관 기업 오피스 지원공간
- 단기·장기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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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AICON(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일정

 콘퍼런스 세부일정

시간 항목 주요내용 발표자

09:00~ 참가등록

개회식 및 기조연설

 ① 개회식

09:00~09:02 (1’) 개회사 개회선언

09:02~09:08 (6’) 환영사 축하인사(서울시 박원순 시장 영상) & KAIST(창업원장)

09:08~09:10 (2’) 행사안내 전체 프로그램 안내

 ② 세션(1) / New Trend in AI

09:10~09:50 (40’) 기조연설1
Attention Models with Bottom-Up 

and Top-Down Processes

Kunihiko Fukusima

퍼지 논리 시스템 연구소 수석 연구 과학자

09:50~10:30 (40’) 기조연설2
Convers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Mikhail Burtsev

모스크바 물리 기술 대학, 신경 회로망 및 

딥러닝 연구소 책임

10:30~11:10 (40’) 기조연설3 Brain-like AI: Gaps and Bridges
Zhen Zhang

뉴욕 대학교 상하이 컴퓨터 과학 교수

11:10~11:50 (40’) 기조연설4
대화 에이전트를 위한 

주의집중과 두뇌 내면상태

이수영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11:50~12:10 (20‘) 대담회 국내외 초청연사 청중 대담회

12:10~13:00 (50’) 점심시간

13:00~13:40 (40’) 강연1 On-device AI
황규웅

퀄컴 AI 한국 연구소 이사

13:40~14:20 (40’) 강연2 Data Issues in Deep Learning
이민호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14:20~15:00 (40’) 강연3
이상행위 탐지를 위한 딥러닝의 

복합모델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15:00~15:40 (40’) 강연4
인공지능 시대의 신산업: 

전통산업의 위협과 기회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교수

15:40~15:50 (10’) Break time

③ 세션(2) / 인지과학과 인공지능

15:50~16:30 (40’) 강연5
체화된 인지-사물에서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가치이행

이수화

엠티콤 전문위원

16:30~17:10 (40’) 강연6 딥러닝에서 인지과학
최희열

한동대학교 전산전자 공학과 조교수

17:10~17:50 (40’) 강연7
인공윤리에이전트: 인공지능, 

인지과학, 그리고 윤리의 만남

김종욱

동아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18.12.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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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콘퍼런스 참여연사 세부정보

구 분 사 진 성 명 주 요 경 력

기조연사
(4)

쿠니히코
후쿠시마
(일본)

<현재 직책>
 · 퍼지 논리 시스템 연구소 수석 연구 과학자
<경력>
 · 간사이 대학 객원교수(2006-2010)
 · 도쿄 공과대학 교수(2001-2006)
 · 오사카 대학 교수(1989-1999)
 · 전기통신 대학 교수(1999년-2001)

미하힐
부르트세프
(러시아)

<현재 직책>
 · 모스크바 물리 기술 대학, 신경 회로망 및 딥러닝 연구소 책임
 · NIPS, Conversational Intelligence Challenges 주최자
 · DeepPavlov 오픈 소스 프로젝터 리더
<경력>
 · 켈디쉬 응용수학 연구소 박사학위(2005)

장진
(중국)

<현재 직책>
 · 뉴욕대학교 글로벌 네트워크 교수
<경력>
 ·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 시스템 리서치 그룹 창립자
 · HP랩 프로젝트 책임자

이수영

<현재 직책>
 ·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 뇌 과학연구센터 책임자/KAIST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 Asian-Pacific Neural Network Society 회장
<경력>
 · 감성 지능에 관한 한국 대표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석연구원(2016-2020)
 · 브루나이 기술대학교 국제 자문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인공지능 응용 및 산업화위원회 공동의장(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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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진 성 명 주 요 경 력

<주제 1>
NEW 

TREND
IN AI

초청강연
(4)

황규웅

<현재 직책>
 · 퀄컴 AI 한국 연구소 이사
<경력>
 · 음성인식 벤처(2000~2005)
 · 한국전자통신연구원(1993~9, 2006~9)

이민호

<현재 직책>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 경북대학교 인공지능원장
<경력>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연구교수(2006-2007)
 · 경북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부교수(2004-현재)

조성배

<현재 직책>
 · 인공지능 국가전략 프로젝트 운영위원
 · 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 교수
<경력>
 · 일본 ATR 인간정보통신연구소 연구원(1993~1995)

장병탁

<현재 직책>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교수
<경력>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부교수(2001-2006)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조교수(1997-2001)

<주제 2>
인지과학

과 
인공지능

초청강연
(3)

이수화

<현재 직책>
 · (주)엠티콤 전문위원
 ·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겸임교수(2017~)
 · Cognitio Renaissance 대표이사 (2013~)
<경력>
 · 청담러닝 전략연구소장(2005~2010)

최희열

<현재 직책>
 ·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조교수(2016~)
<경력>
 · Montreal Institute of Learning and Algorithms (MILA), 

방문연구원(2015~2016)
 · 삼성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2011~2016)

김종욱 <현재 직책>
 · 동아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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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AICON 데모데이&토크 일정

 데모데이&토크 세부일정

시간 항목 주요내용 발표자

~10:30 참가등록

10:30~10:40 ‘10 인사말 혁신허브 총괄 책임자(KAIST) / 서울시

10:40~11:05 ‘25 기업(1)
세상의 모든 디바이스에 딥러닝을 

임베디드하라!
진희경 대표/날비컴퍼니

11:05~11:30 ‘25 기업(2)
개성 있는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드립니다.
김태수 대표/네오사피엔스

11:30~11:55 ‘25 기업(3)
지능형 사이버 보안을 실현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보안플랫폼
조홍연 대표/씨티아이랩

11:55~13:00 ‘65 점심/케이터링 & 네트워킹

13:00~13:40 ‘40 특강 한국의 혁신적인 AI 스타트업을 위해 유사코그룹

13:40~14:00 ‘20 소개 참가 청중과 인사/소개

14:00~14:25 ‘25 기업(4)
머신에게 사람처럼 대화하는 기술을 

입힌다.
박상원 대표/딥네츄럴

14:25~14:50 ‘25 기업(5)
사람과 교감하는 인공지능으로 행복한 

노하우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김지희 대표/스튜디오크로스컬쳐

14:50~15:10 ‘20 휴식 Break time

15:10~15:35 ‘25 기업(6)
심리상담으로 차세대 인공지능 

대화기술을 고도화 한다.
고경민 대표/스피핑크

15:35~16:00 ‘25 기업(6)
화합물간 관계 증명 플랫폼으로 신약 

제조를 혁신한다.
조성진 대표/심플렉스

16:00~16:25 ‘25 기업(8)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실내 위치인식 

기술의 무한도전!
한동수 교수(소장)/브이아이소프트

16:25~18:00 (95’) 다과/케이터링 & 네트워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