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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지식융합 슈퍼브레인(KSB)
핵심기술개발 및 활용 전략 세미나
- KSB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1.0 공개 & 인공지능 선도 서비스 실용화 전략 2018. 06. 11(월)

□ 모시는 글
융합연구단은 연구개발 중간 결과물과 실용화 전략을 공개하여 기업

KSB

등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연구개발에 반영하는 개방과 소통을 통한 실용적인
융합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프레임워크
지능형

SW”

인공지능 비즈니스 전략” 초청강연,

“

공개·활용전략 및

“KSB

인공지능

에너지, 플랜트, 헬스, 고신뢰·실시간

“

등 인공지능 서비스 실용화 전략 등이 발표되므로, 관련 분야의 많은

IoT”

분들이 참석하시어 수요자 관점에서 의견을 주시고 네트워킹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KSB융합연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지원하는 미래선도형 융합연구단 사업으로 국가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 정부출연(연)(주관기관: ETRI, 협동기관: KIER, KAERI, KRISS)으로 구성
※ KSB : Knowledge-converged Super Brain

□ 행사 개요

◦ 행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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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화
◦ 장소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컨퍼런스 홀 층
◦ 대상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개발자 및 사용자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주관
융합연구단
◦ 후원 한국사물인터넷협회
: 2018.07.03.(

) 09:30 ~ 18.00

:

(1

:

,

:

)

, IoT

,

: KSB

(ETRI, KIER, KAERI, KRISS)

:

*참가자 중에서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기념품 증정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후원)

◦ 참가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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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및 세미나 일정
9:30 ~ 10:00

등록

Session I : KSB 융합연구단의 인공지능 선도서비스 개발 및 실용화 전략

좌장: 김선진 실장

10:00 ~ 10:10

KSB 융합연구단사업 소개 및 실용화 전략

표철식 단장
(KSB 융합연구단)

10:10 ~ 10:30

IoE Edge 컴퓨팅기반 고품질(고신뢰/실시간) IoT 지능화 서비스

홍용근 실장 (ETRI)

10:30 ~ 10:50

지능형 분산 에너지 수요관리 지능화 서비스

송유진 과책 (KIER)

10:50 ~ 11:10

플랜트 배관계 누출 진단 및 예측 지능화 서비스

윤두병 과책 (KAERI)

11:10 ~ 11:30

고령자 뇌졸중 가능성 및 위급상황 조기예측 지능화 서비스

박세진 과책 (KRISS)

11:30 ~ 11:40

KSB 융합연구단 2 단계 참여기업 모집 계획

김선진 실장 (ETRI)

점심 식사 및 네트워킹
Session II : 개회식 및 KSB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SW 공개

사회: 김내수 실장

13:20 ~ 13:50

초청강연 : 인공지능 가치사슬 및 비즈니스 전략

박동규 상무(PWC)

13:50 ~ 13:55

인사말

표철식 단장
(KSB 융합연구단)

13:55 ~ 14:00

축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00 ~ 14:05

축사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4:05 ~ 14:20

KSB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SW 공개 및 활용·발전 전략

표철식 단장
(KSB 융합연구단)

14:20 ~ 14:40

Coffee break(기념사진)

Session III : KSB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SW 소개 및 확산 전략

좌장: 유웅식 실장

14:20 ~ 15:00

KSB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기술소개 및 SW 활용법

이연희 박사 (ETRI)

15:00 ~ 15:20

KSB 프레임워크 기반 도메인 적응 딥러닝 학습모델 탑재 및 구현

김의중 대표
(아이덴티파이)

15:20 ~ 15:40

KSB 프레임워크 기반 상황 인지형 디지털 동반자 서비스 개발 계획

이민호 교수
(경북대)

15:40 ~ 15:45

KSB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기반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구현 공모전
개최 및 시범교육 계획

김내수 실장 (ETRI)

15:45 ~ 16:20

Coffee break(시연)

Session IV : 최신 인공지능 기술 세미나

사회: 김내수 실장

16:20 ~ 16:50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 알고리즘 및 학습모델 개발 현황

배지훈 박사 (ETRI)

16:50 ~ 17:20

강화학습 최신 기술 및 응용 동향

이용진 선임 (ETRI)

17:20 ~ 17:50

지능 IoE Edge Computing 기술 및 최신동향

임완선 박사 (ETRI)

17:50 ~

폐회

※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