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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학기술대학원(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

융합과학부(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490.501

융합과학기술개론 3-3-0
Introduction to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본 과목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석박사 학생들의 공
통필수과목이다. 융합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학술적 정의와
분류, 그리고 나노융합기술, 디지털정보융합기술, 지능형
융합시스템 기술의 세부 분야에 대해 개론적 강의를 진
행한다. 수강생들에게 term paper나 term project가 부여
될 수 있다.
This course is offered as a mandatory course to the
MS and PhD students of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This course first
deals with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n teaches students introductory nano-convergence technology, digital contents
convergence technology and intelligent convergence systems technology. Students may be assigned a term paper
or a term project.
490.502A

495.601

융합 지식의 실무 응용 1

융합 지식의 실무 응용 2 3-0-6
Field Applications of Convergence
Knowledge 2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은 소속 전공을
넘나드는 융합적 실습형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권장한
다. 이 수업은 실습형 교과목으로 자신의 주 전공을 넘는
융합형 실험실습주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계획
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며, 각 주별로 Progressive report를
제출 또는 발표를 한다.
Every graduate student in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are recommended
to get the inter-disciplinary practical lecture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establish the inter-disciplinary topics,
which are cross-over topics among the each programs in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n figure out the topics by practical
research. Students are asked to submit proposal, presentation and progressive report and it will be evaluated
by a professor in charge.
★495.701

3-0-6

∴융합과학부(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융합 프로젝트 설계 3-3-0
Interdisciplinary Project Design

Field Applications of Convergence
Knowledge 1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은 소속 학과와
관련된 국내외 산업체 또는 연구소에서 적어도 1회 이상
을 인턴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산
업현장 또는 연구소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협업과 소통
기술을 배우며, 리더십을 함양한다. 여름학기 또는 겨울
학기에 현장에 파견되어 대학원에서 습득한 학문 분야의
실제 적용 예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한다.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파견기관에서 제시하는 연구주제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파견기관의
멘토 및 학과 소속 교수들이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Every graduate student in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are asked to work
as an intern student at relevant industries or research institutes more than once during summer or winter
vacations.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requirements of
industry or research institutes through this course, and
learn how to work together and communicate with others,
and eventually acquire leadership. Research topics will be
assigned to the students by host industries or research
institutes. Students are asked to submit internship report
and it will be evaluated by both a mentor at host industry or research institute and a professor in charge.

본 과목은 3-5명의 수강생들이 팀을 이루어, 융합적
문제의 발견 및 정의에서 시작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프
로젝트로 발전시켜 결과물 산출과 최종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학생들 위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
발견 및 기획 능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매 학기마다 다른 영역의 문제가 주어지며, 최소한
두 가지의 이종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풀어야하는 문제들
을 다룸으로써 융합적 사고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극
대화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 team-based project where each team,
made up of 3-5 students, is responsible for a series of
overall processes, including finding & defining a problem
of interdisciplinary nature, formulation of ideas into a real-world problem, implementing the ideas/concepts, and
delivering the final output. A different set of problems
will be given each semester, which interest students from
at least two distinct academic backgrounds, to maximize
the ability to think and communicat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한다.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s make on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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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융합전공
(Program in Digital
Studies)
492.501A

492.611A

Contents

and Information

Human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Methods

현대정보검색 개론 3-3-0
Introduction to Modern Information
Retrieval

본 교과목은 정보의 홍수라 불리는 현대에 있어서 방
대한 양의 정보를 생산, 축적, 관리, 검색하는 방법을 소
개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빅 데이
터 (Big Data), 스케일러빌러티 (Scalability), 클라우드 컴
퓨팅 (Cloud Computing) 등의 문제와 이의 응용 등에 대
해서도 언급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ory course on information
retrieval in a modern world – how to produce, archive,
manage, and search/retrieve information. In particular. we
focus on issues at hand such as Big Data, Scalability,
and Cloud Computing, and how to make use of them in real-world applications.
492.502A

정보행동 연구조사 방법론 3-3-0

정보추구행동론 3-3-0
Human Information Behavior

정보 추구 행동론은 정보와 개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흥미로운 분야이다. 이는 현대 정보학의 기반이 되며, 공
학적이지 않고 인문사회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기초 이
론이기도 하다. 정보 추구 행동론은, 정보의 기초적 이해
로부터 출발하여, 정보추구 동기의 다양성과 관련 개념
들, 개인의 행동 패턴과 만족의 조건 그리고 다양한 정보
추구 모델을 소개한다. 본 강좌는 정보추구 행동론과 주
변 이론을 이해한 뒤,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는 웹서비스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understanding of human
information behavior, one of the fundamental theories in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Behavior is the totality
of human behavior in relation to sources and channels of
information, including both active and passive information
needing, seeking, and information use. This course will
analyze popular web services with HIB models and
theories.

이 과목은 인간의 정보추구행동을 분석하는 다양한 방
법론을 소개하여 향후 학생 본인의 전공분야를 선택하는
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정보의 사용성 조사나
사용자 경험조사 방법을 중점으로 데이터의 수집, 실험설
계, 데이터 분석 및 해석방업 등을 취급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research methods analyzing huma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especially usability analysis and user experience analysis. In the
course, the ways of collecting data, designing usability
test experiments and interpreting the data are taught.
492.613

프로젝트 기획과 실제 3-3-0
Project Management

웹 서비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리소스; 인력, 기
술, 재료, 시간을 조율하는 고차원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요청된다. 프로젝트를 이끄는 PM의 핵심 역량이 프로젝
트 관리이다. 과거에는 종이와 차트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를 관리하였지만, 현재는 웹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며 모든 참여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공정을 조율한다.
본 수업은 가상 프로젝트의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의
리소스를 관리하고 다양한 위험 요소를 관리해 본다.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various resources,
technologies and softwares to create Web services.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how to co-ordinate such planning, organizing and managing resources to bring about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specific project goals and
objectives. The primary challenge of project management(PM) is to achieve all of the project goals and objectives while honoring the project constraints. Typical
constraints are scope, time and budget.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basic procedure for Web-related project
management by completing a class project.
★

492.614

게임의 이해 3-3-0
Understanding Games

492.601

컴퓨터프로그래밍 개론 3-3-0
Introduction to Computer Programming

프로그램의 경험이 없는 초보자를 위해서 C 또는 Java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과 기초 프로그래밍 기법을 강의
한다. C 또는 Java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하여 프로그래
밍 실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강의의 목표이다.
This is a introductory level programming course for
students with little or no programming experience.
Students will learn C or Java and will be required to
write programs in these languages. Basic problem solving
and algorithm design are covered also.

본 강좌는 놀이란 무엇인가(ludology), 비디오 게임의
역사, 게임의 장르 등 게임과 관련된 기초적 지식을 습득
하게 하며 수업 중반부터는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게임 기획 방법론을 통해 학생들이 게임 시
나리오를 제작케 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 장르 중 하
나인 게임의 구성적 요소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understanding of video
game or online game. the beginning of the class will
cover Ludology, history of video game, game genres and
other basic game theories. Middle half of the class will
cover on game design and the elements of games in
general. Later, students will build their own game scenar-

··············································································································································································································································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한다.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s make on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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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and it will be reviewed with professional game designers and planners.
492.620

ing field of science of MIR. In the final project, a few
students will make a team and each team is encouraged
to build a simple, but real-working MIR system.

음악정보검색 입문 3-3-0
492.625

Introduction to Music Information
Retrieval

기업가적 사고방식 3-3-0
Entrepreneurial Mindset

“내가 원하는 음악을 어떻게 검색하지?”
“네이버나 구글 말고 음악을 검색할수 있는 방법은 없
을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만 틀어주는 라디오가
있으면 좋겠는데.”
음악정보검색 입문 교과목은 위와 같은 궁금증을 해결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과
알고리즘 설계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기본적인
오디오 신호처리부터 복잡한 머신 러닝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며, 수강생들은 기말 과제로
자신들이 직접 음악정보검색 시스템 또는 이를 위한 알
고리즘을 제작한다.
How do I search for music? “Can I find music without using Googl or Naver?” “I’d like to have my own
radio station that broadcasts songs I like.” The goal of
Introduction to Music Information Retrieval is to teach
students the fundamental theory and the algorithm design
techniques to build the MIR systems that may answer the
above questions. Students will learn various topics from
digital audio signal processing to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nd design their own MIR systems or algorithms
as the final project.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기업가들에 대한 케이스 스터
디, 미화되지 않은 일상을 기록한 책들, 그리고 국내 기
업가들과의 인터뷰 프로젝트들을 통하여 여러 기업가들
의 고민의 순간과 기업가로서의 생활을 간접체험 해봄으
로써, 학생들 스스로 기업가로서의 적성을 파악하고 기업
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마음가짐을 갖추어주고
자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epare students to develop the
knowledge, skills, and mindset that will support and enhance their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a startup or a corporate setting, by exposing them to a diverse group of
entrepreneurs, their real life stories, and their thought
process.
492.803

대학원논문연구 3-3-0
Dissertation Research

논문집필 연구 및 세미나
Research and Seminar for thesis writing
M2680.001200 데이터 분석 개론 3-3-0

492.624

음악정보검색 시스템 3-3-0

Introduction to Data Analysis

Music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본 교과목에서는 일련의 이론 수업과 실습 시간을 통
해 음악정보검색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적인 오디오 신호처리 및 기계학
습 이론을 배운다. 여러 가지 상업적 음악정보검색 시스
템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고, 음
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특히 이 수업을 들을 것을
권장한다. 기말 프로젝트에서는 2~3명의 구성원이 하나
의 팀을 이루어, 간단하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음악정보검
색 시스템을 구현하게 된다.
“How do I search for music?”
“I don’t want the songs recommended by my online
music service. Can computer recommend songs I really
like?”
“I’d like to extract the guitar part only from my
mp3s. Can I do it?”
Music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will consist of a
series of lectures and labs that describe and implement
the fundamentals of Music Information Retrieval (MIR)
systems that try to answer the abovementioned questions.
Basic knowledge in audio signal processing and familiarity with Matlab are preferred but not required. This
course intends to attract any undergrad or grad students
who love music and are interested in a new and fascinat-

많은 연구 분야에서 데이터는 의도한 바가 없이 발생
하기도 하고 계획과 실행에 의해 획득되기도 한다. 어떤
이유로 생성되었던, 데이터는 예상치 못한 정보를 지니고
있을 경우가 많으며, 이 정보의 효과적 활용이 각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 본 과목은 데이터의
획득에서 시작하여 기본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전
과정을 순서대로 다룬다. 데이터의 분석 환경으로의 이
동, 클리닝,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본적 분석 알고리듬, 프
리시젼-리콜 커브, 결과의 해석과 활용,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과제는 공통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행된다.
Data has become available in many research areas.
Sometimes data is available for no specific reason, and
some other times data is available because of an intentional effort to generate it. Regardless of its origin, data
often contains unexpected information, and the use of
such information is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n each
research discipline. This class deals with the entire process of data analysis, starting from the acquisition of a
data set to the derivation of basic analysis results. Data
transfer to an analysis environment, data cleaning, visualization, basic analysis algorithms, precision-recall curve,
interpretation and utiliz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are
some of the topics that are studied in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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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680.001300

정보융합 기계학습 3-3-0
Machine Learning for Information
Studies

본 과목은 정보융합 분야에서의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기법들을 배운다. 기계 학습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들을
다룬다. 정보융합 분야에서의 슈퍼바이즈드 러닝, 서포트
벡터 머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클러스터링, 추천 시스
템 등을 포함한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This class deals with machine learning in the area of
information studies. Machine learning is a branch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ere it concerns systems and
techniques that can learn from data. Some of the main
topics include supervised learning, support vector machine, unsupervised learning, clustering, and recommender
system for information studies.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디지털정보융합 분야 연구현황
과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 이 세미나의 주요 주제는 사용자 경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음악과 오디오 분야의 융합, 휴먼 데이
터, 기계 데이터, 게임과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가 된다.
이 세미나의 연사는 여러 학계, 연구기관과 산업체에서
초청된다.
This is a seminar course that helps students understand
research status and issues in the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areas. The primary topics of this seminar include user experience, human computer interaction,
music and audio convergence, social data, system data,
game and contents. Speakers are invited from academia,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y of related fields.
M2680.001600 인간컴퓨터상호작용 연구특강 3-3-0
Research Topics in Human Computer
Interaction

M2680.001400 소셜컴퓨팅 3-3-0
Social Computing

본 수업은 실제 운용되고 있는 SNS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의 제작과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SNS의 사용이 크게 증
가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웹상에서
제작,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면 기존의 방
법으로는 알기 힘들었던 사용자의 취향이나 성향을 비교
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
지만 자료의 양이 방대할 뿐만아니라 자료의 형태도 다
양해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강의는
SNS 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어떻게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학
생들은 Python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SNS의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단순한 수집뿐만아니
라 수학적인 분석 기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룰 예정
이다.
As the activity and engagement in online social media
has increased substantially, a huge volume of user generated data becomes available online every day. This
opens up a great opportunity and a challenge to investigate interesting communication patterns and extract useful information from content shared within the social
network. In this class, I plan to explore topics on social
computing including how and why social computing
works, what insight we can get out of all the data people leave behind. During the coursework, students will
learn to program in Python, the mathematical techniques
for mining the web, and skills for working with web
APIs for data collection. The course will offer students a
hands-on experience on how to apply the various
web-mining techniques in real applications.
★

M2680.00150

0

정보융합 세미나 3-3-0

이 강좌는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에 관한 최신 논문을 세미나 형식으로
다룰 것이다. HCI관련 주요 학회에 발표된 최신 논문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최
근 연구 동향, 전문 지식 및 연구 개발 방법을 익힌다.
This is a seminar course that will cover seminal work
published in recent top-tier research conferences in the
field of Human Computer Interaction. Topics include interactive systems, interaction techniques,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user interfaces, computer-supported cooperative work (CSCW), multimodal interfaces, design and
evaluation methods, ubiquitous and context-aware computing, social computing, and mobile interfaces.
M2680.001700 정보융합 통계분석 3-3-0
Statistical Analysis for Information
Studies

사용자와 인터액션이 있는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정확하며 효율적인 사용자실험 설계 및 수행이 요구
된다. 본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사용자실험을 설계 및 수
행하기 위한 기초통계를 배울 뿐만 아니라 각자의 연구
주제에 적합한 실습도 수행하게 된다. 본 강의는 사용자
연구기획, 사용자실험의 설계, 사용자실험의 수행방법, 결
과의 분석 및 보고방법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In order to properly evaluate the impact of systems
and prototypes interacting with humans, it is important to
design a robust user study since well-designed experiments allow researchers to draw valuable insights. The
course will also include 1) basic Statistics, 2) planning
the user studies, 3) design of experiments, 4) performing
experiment with the experiment protocol, 5) analysis of
the result, and 6) documenting and presenting the result
of the study.

Seminar in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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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680.001800 인간컴퓨터상호작용연구 3-3-0
Human Computer Interaction Research

이 강좌는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HCI)에 관한 연구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HCI의 고전적인 연구와 최근
각광 받는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
로 개인별로 선정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결과를
가지고 논문형태의 글쓰기를 시도해 봄으로서 향후 연구
를 관련 학계에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The study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seeks to
combine perspectives and methods of inquiry drawn from
disciplines such as Psychology and Sociology with the
tools and technologies of Computer Science to create an
approach to design which is both relevant and practical.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the concepts and
skills that allow digital contents and devices to be designed in a human friendly way. The students will learn
the theory and practice of HCI through case studies of
industry design projects and carrying out student projects.
The course will also provide practical knowledge on how
to turn research ideas into research proposals.
★

M2680.00190

0

Advanced Research Project in Data
Science

이 강좌는 고학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업
을 진행한다. 최근 기술들에 대한 문헌 학습을 진
행하고, 각자의 실습과정을 타수강생들과 함께 논
의하며 공동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is for advanced students with
research data and research topic. Relevant
knowledge in literature is studied, and each
student’s study progress is shared with the
entire class for an accelerated learning.
M2680.002200 청각지각과 인지 3-3-0

이 과목은 게임과 콘텐츠 연구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강의한다. 학기별로
개설하는 강사에 따라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current issues in game and
contents area. Thus, the theme of the lecture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cturer or student’s needs in every semester.
★

M2680.00200

M2680.002100 데이터과학 심화연구 3-3-0

게임과 콘텐츠 특강 3-3-0
Topics in Game and Contents

0

This course covers advanced research
topics related to data analysis – study and
discussion
of
recent
papers
and
technologies, data analysis projects that
result
in
internationally
presentable
outcomes, and invited talks and in-depth
discussions. The main focus can be adjusted
each year.

정보융합 특강 3-3-0
Topics in Information Studies

이 과목은 정보 시스템 연구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
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강의한다. 학기별로 개
설하는 강사에 따라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current issues in information system studies. Thus, the theme of the lecture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cturer or student’s
needs in every semester.
*M0000.00540
정보융합 데이터 분석 연구 특강 3-3-0
0
Advanced Research Topics in Data
Analysis for Information Studies

이 강좌는 데이터 분석에 관한 주요 논문과 최
신기술에 관한 학습 및 논의, 팀별로 국제적 발표
가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진행,
각 분야 전문가의 세미나와 토론을 목표로 한다.
각 학기마다 중점 내용이 조정된다.

Auditory Perception and Cognition

본 교과목에서는 소리가 발생되어 청각 경로를
따라 뇌에 전달되는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음
향학적 에너지가 뇌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신호로 변
환되고 인코딩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소리나 음악에서 중요한 진폭, 주파수, 음정, 리듬,
화성 등의 속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뇌로 전달
되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측정 방법 및 실험 패더다임 등을 소개한다.
또한 측정된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및 그 의미를
도출해내기 위한 통계적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
다. 본 강의에서는 기초적인 확률 및 통계적 개념,
그리고 신호 처리가 사용된다.
This
course
covers
how
sound
is
generated and transmitted to our brain
through the auditory pathway, following the
auditory signal as it is transformed and
encoded to neural code that our brain can
understand. In particular, we will introduce
how important attributes in sound and music
such as amplitude, frequency, pitch, rhythm,
or harmony are perceived and interpreted
by our brain, and how we can measure
these
activities
through
experimental
paradigms. In addition, we will also explain
the methodologies on how we analyze the
data and the statistical methods for
interpreting the results. This course will use
the
basic
concepts
from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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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and signal processing.
M2680.002300 인지 컴퓨팅 특강 3-3-0
Topics in Cognitive Computing

이 강좌는 인지컴퓨팅에 관한 주요 논문과 최신
기술에 관한 학습 및 논의, 팀별로 국제적 발표가
가능한 수준의 연구 프로젝트의 제안 및 진행, 각
분야 전문가의 세미나와 토론을 목표로 한다. 각
학기마다 중점 내용이 조정된다.
This course covers research topics related
to
cognitive
computing
–
study
and
discussion
of
recent
papers
and
technologies, proposal and conduct of
research
projects
that
result
in
internationally presentable outcomes, and
invited talks and in-depth discussions. The
main focus can be adjusted each year.

M2680.002400 컴퓨터 청각 3-3-0
Machine Listening

컴퓨터 청각(Machine Listening; Computer Audition) 분
야는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과 더불어 인공지능에
서 가장 활용 분야가 넓은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시리
등의 음성인식 알고리즘부터 오디오 핑거프린팅을 이용
한 자동 음악검색 등 이미 많은 컴퓨터 청각 관련 서비
스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본 교과목은 강의
를 통해 인공청각지능 또는 컴퓨터 청각 시스템을 만들
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최첨단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의
기본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랩 세션을 활용하여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실제로 구현해본다. 최종적으로는 기말과제
를 통하여 오디오/음악/청각인지 등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achine Listening (or Computer Audition)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fiel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to Computer Vision. There are already many
machine listening services such as speech recognition algorithms, like Siri, and automatic music search through

audio fingerprinting, penetrating deep into our lives. In
this course, you will learn through a series of lectures
about the fundamentals of state-of-the-art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used to create artificial hearing or
machine listening systems, and will have a chance to actually implement such algorithms in the lab sessions.
Finally, we aim to build a real-world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audio/music/auditory perception through the final project.
M2680.002500 사용자 경험 3-3-0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은 인간컴퓨터상호작용(HCI)의 한 분야이
다. 사용자가 정보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시간적 시퀀스와
터치포인트 디자인을 통해 만족도 높은 정보시스템을 설
계하는 방법론이다. 본 수업은 사용자 경험의 계보와 구
성요소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와 디자인 방법론을 소개
한다. 기말 프로젝트는 최신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경험을
학생들이 제안한다.
User Expeience is a sub area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UX designs 1) sequence and 2) touchpoints
between Information system and user. The course covers;
definition, history, components, and best practices of User
Experience. UX design methods will be introduced and
practiced. Term mission is students exercise on contemporary IT system’s UX.
M2680.002600 정보융합 뉴럴 네트워크 3-3-0
Neural Networks for Information
Convergence Studies

이 강좌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 뉴럴 네트워크를
다룬다. 주요 학습 내용은 feedforward networks, regularization, optimization, CNN, RNN, 등의 내용들과 최신 연
구 주제들과 관련된 연구 주제들 중 일부를 포함하며, 최
종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neural networks that is a core
technology of the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main
study topics include feedforward networks, regularization,
optimization, CNN, RNN, and some of the recent research problems. Students are required to complete a fin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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