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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AI 인재상
탄탄한 SW Foundation과 AI Core를
갖춘 심화 . 융합 . 창업형 AI인재양성

심화형

융합형

창업형

AI Core 연구 및
문제해결 능력

통합적 사고력과
융합연구능력

자기주도적 기술
실현능력

AI 글로벌 인재 배양을
위한 SW Foundation 및
AI Core 교육

자기 주도적 기술 실현 능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창업 및
사업화 기회 제공 (경영대학 협업)

다학제적 융합 연구 능력 강화를
위한 의료, 법률 등14개 참여
학과 과목 수강 기회 제공

윤리적 책임감을 갖춘 AI 기술
인재 배양을 위한연구 윤리 교육
(법학전문대학원 협력)
연세AI대학원

02

연세 AI대학원
탄탄한 SW Foundation과 AI Core를
갖춘 심화 . 융합 . 창업형 AI인재양성
SW Foundation,
AI Core, AI+X 교육
전교생 대상 AI 교육

AI
인재

AI
교육

AI

AI
창업

YVIP연계 AI창업
연세AI투자조합
35억

AI
연구
LE.A.P 핵심연구, AI+MESH 융합연구
우수한 교수진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1인당 평균 31.1편
주관대학
지원.인프라

실질적 산학협력
102개 협력기관
민간부담금 43.5억

체계적 인턴십.창업
글로벌 기업 인턴십 제공
AI 창업센터 설립

참여교원 17명

연세의료원 의료 데이터 활용

전용공간 약 1,200평

14개 학과 참여

주관기관 민간부담금 100억

200평 규모 AI 데이터센터
연세AI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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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AI대학원 지원 조직

운영계획 수행능력 교육계획 연구계획 기대효과

연세대학교 총장
AI대학원 운영위원회

AI대학원 자문위원회

위원장 : 교학부총장
위원 : 대학원장, AI대학원장, 연구본부장,
교무처장, 기획실장, 연구처장,
공과대학장, 의과대학장, 경영대학장,
문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위원장 : AI산학/국제컨소시엄 총괄단장
(차기철 인바디대표)
위원 : AI산학컨소시엄 기관대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네이버, 쏘카 등)
AI국제컨소시엄 기관대표
(Google, Facebook, NVIDIA,
MIT, UMich 등)

AI융합연구원

AI
교육센터

연세
AI
대학원

교내 협력 / 지원기관

AI
데이터
센터

산학 / 국제 / 지자체 협력기관

지원기관

협력대학

산학컨소시엄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공학연구원, 공학원,
교무처 OSE 센터 등

의과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문과대학, 정보대학원 등

쏘카, 인바디, 네이버,
카카오, 딥노이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국제컨소시엄

공공기관

- Google, Facebook,IBM,
NVIDIA, Baidu 등
- MIT, Stanford, UCSD,
UMich, UTHealth 등

서울특별시, 서북3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마곡산업단지기업 협의회,
한국공개SW협회 등
연세AI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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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1

운영계획 수행능력 교육계획 연구계획 기대효과

2

SW 기반과목

프로그래밍 및 이론
병렬처리
근사알고리즘
계산이론
진화연산

시스템 구성
컴퓨터망
고급운영체제
고급컴파일러설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응용
시맨틱웹서비스
인간과컴퓨터 인터렉션

3

AI 핵심과목

AI + X 과목

AI + Medicine
의료영상분석 및 처리
설명 가능한 의료 인공지능

LEarning 이론

LEarning 심화

신경망 이론
데이터사이언스와
강화학습

소셜 및 지식 그래프
검색 및 텍스트 분석
인공지능 에이전트

Architecture 이론

Architecture 심화

AI를 위한 메모리중심
시스템구조

고급 컴퓨터구조
GPU 프로그래밍

프로세서마이크로아키텍처
인공지능 가속기

신경망 모사 프로세서

AI 기반 로보틱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IT융합
AI와 지역사회리더십

Perception 이론

Perception 심화

창업 관련 과목

기계학습 및 패턴인식
시각지능을 위한 딥러닝

시각지능 심화 및 응용
언어지능 심화 및 응용
고급 기계학습 및
패턴인식

인공지능 기술 창업세미나
창업현장실습-캡스톤
창의설계-부트캠프
4차산업혁명과 창업

자연어처리를 위한
딥러닝

AI + Finance
금융과 기계학습
AI 로봇 어드바이져

AI + Engineering/Humanity

2020년 봄학기 기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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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선수과목
프로그래밍기초, 확률통계 및 선형대수, 인공지능기초,
AI를 위한 알고리즘분석 AI Citizenship, AI 학술논문 작성법, AI Ethics

통합과정: 54학점 이상,
석사과정: 30학점 이상,

2
2

+ 4 18학점 &
+ 4 12학점 &

3
3

5

11개참여학과 AI+X 확장
AI 바이오인포메틱스, AI 유전체 데이터분석, AI 제조생산시스템, AI와 재무관리, AI 금융위험 관리,
핀테크 생태계와 혁신, IT기술혁신 및 경영, AI 헬스케어 시스템 , AI기술혁신세미나

-창업 1과목 B+ 이상, 해외인턴십 필수
-창업 1과목 B+ 이상

연세AI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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