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2 0 1 8  
 11. 23 Fri.

 Theme

인공지능과  
설계-제조-건설-의료

Venue 

서울스퀘어 3F 
Berlin Room

참가비 

200,000원

Schedule
Time Session Theme Speaker

09:00-09:20 Registration

09:20-09:30 학회장 인사말 이상헌 /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09:30-11:00 AI+의료 의료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사회와 의료
인공지능, 3D 프린팅, AR/VR, Computer Aided Surgery, Robotic Intervention

김남국 /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11:00-12:00 AI+설계 딥러닝을 통한 설계 자동화 강남우 /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부

12:00-13:00 Lunch    

13:00-14:20 AI+건설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설 혁신 사례와 도전 과제
구본상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14:20-15:40 AI+제조 자율 제조를 위한 스마트공장과 디지털트윈 노상도 /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15:40-16:00 Break

16:00-17:30 AI+제조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위한 아키텍처와 AI응용 김창욱 /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Location

Program
Speaker Program

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 의대

융합의학과 교수 

의료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사회와 의료
인공지능, 3D 프린팅, AR/VR, Computer Aided Surgery, Robotic Intervention

본 강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한다.

Deep learning in medical imaging: general overview
Practical points of deep learning in medicine
 Current and future of deep learning in medical applications: AI, 3D printing, 
AR/VR, computer aided surgery, robotic intervention, clinical application

 강남우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부  

교수

딥러닝을 통한 설계 자동화

딥러닝의 발전으로 과거의 설계 결과를 학습하여 새로운 설계를 자동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와 

위상최적화를 ‘결합한 설계 자동화 연구’를 소개한다. 이 연구는 딥러닝이 학습을 

통해 심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학적으로 의미있는 설계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자동차

휠 설계를 예시로 보여준다.

구본상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설 혁신 사례와 도전 과제

건설산업은 글로벌 GDP의 13%를 차지하여 세계 경제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간 산업

이다. 그러나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생산성과 분절된 사업구조로 인해 미래 인프라 및 

주거 수요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과 함께 건설 프로세스에 혁

신을 가져올 기술 중 인공지능이 새로운 매개체로 제시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국내

외 건설 분야에서 생애주기별로 인공지능을 적용한 선도적 사례를 살펴보고, 요소 기술

인 BIM, 패러매트릭 디자인, IoT, 3D 프린팅과의 융합 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노상도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자율 제조를 위한 스마트공장과 디지털트윈

스마트팩토리는 IIoT, 빅데이터, CPS 등의 기술을 자동화 설비/시스템에 융합시켜 

제품, 공정, 설비, 생산라인이 다양한 변동에도 자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

능형 유연 제조시스템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상황을 분

석하며, 예측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의 구축과 적용이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자율 제조 시스템으로서 스마트팩토리의 구성과 발전 방향을 설명하며, 

특히 공장 레벨 디지털트윈의 구성과 활용 방법을 사례 위주로 소개한다.

김창욱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위한 아키텍처와 AI응용

본 강연에서는 반도체 제조를 중심으로 스마트 매뉴팩처링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대용량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정보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정보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공정 이상 탐지 등 지능형 공정 예측 기법 및 사례를 

소개한다.

최근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법은 영상 및 음성인식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IT, 의료, 교통, 금융 서비스 분야 등

에 적용되었으며, 이제는 그 영역을 넓혀 산업계 전 분야로 적용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제5위의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업계 종사자들의 깊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그동안 제조업의 ICT 융합을 선도해 온 저희 한국CDE학회에서는 설계 및 제조, 건설, 그리고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응용을 주제로 이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본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깊어

가는 가을에 본 강연회를 통하여 넓어지는 인공지능의 공학 응용을 탐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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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공덕오거리 삼성래미안  

APT

갈월지하차도

철도청 
서울사무소

롯데마트 고가도로 염천교

남대문

시청남산용산중고교

벽산빌딩 연세빌딩남대문  
경찰서

철도청

서울역

서울스퀘어 
(구)대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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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퀘어  
(구)대우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T. 02 6456 0100
지하철   1호선 서울역 8번 출구  

  4호선 서울역 10번 출구

문의

한국CDE학회 사무국

TEL  02. 501. 6862    FAX  02. 501. 6863
EMAIL  scde@cde.or.kr / kcde@cde.or.kr
URL  http://cde.or.kr

주최

사단법인 한국CDE학회

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