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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I 연구 결과에 대한 공개 전시회

● 매년 봄/가을 2회 행사
● Demo Day 2017 Spring

• 수묵화를 그리는 인공지능 등 6개 연구 데모
• 코난테크놀러지 한글언어처리 기술 데모

● Demo Day 2017 Fall
•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곡가무일체 등 10개 연구 데모
• AIRI400 인공지능교육 수강생의 10개 작품 데모
• 조선대 국책치매연구단 데모

AIRI Demo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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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pring Demo

언어·음성 영상·비디오 예술·창작 의료·기타

6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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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기반의 대화 엔진 ChatScript를 한글화 
• ChatScript : 챗봇 계의 튜링 대회인 Loebner Prize에서 다수의 우승 경력

● 서버에 한국어 분석기를 내장하고 한국어 Concept과 Topic DB 추가
• ChatScript를 이용한 한국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간의 획기적 단축

● 한국어 단어의미벡터 (Word2Vec)를 추가하여 의미 검색 기능 제공

한글 Chat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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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와 산타페 매뉴얼이 서로 대화하는 챗봇

● 한글 ChatScript+를 활용하여 신속한 개발

● 대화 기능과 컨텐츠 검색을 분리하여 다른 매뉴얼 적용 용이

자동차 AI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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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신문기사를 인공지능이 읽어서 자동으로 요약

● 한국어 신문기사 코퍼스를 수집하여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 한국어 중간길이 형태소 (medium morpheme) 기법 개발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요약문의 길이 조정

한글 문서 자동 요약

학습용 데이터

원문 + 요약문 

한국어 분석기
(학습 단위 최적화)

요약 모델 학습

단어 선택

표현 대체

훌쩍 넘겨

헤드라인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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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대신해서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는 인공지능 

●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주어진 글에서 답을 찾는 기법 학습

● 공개 데이터세트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독해 모델 구축

독해력 테스트

QANet

(google brain)

R-Net

(microsoft)

답변 답변

학습용 데이터
문단 + ( 질문과 대답 )

백과 사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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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과 자막 데이터의 시간 대응 관계 추출
• 한국어 음성인식 학습 Corpus 생성

● 음성 스트림에서 무음을 경계로 분할한 오디오 클립 생성

● 각 클립별로 음성 인식 (구글 음성 인식 API)

● 원본 스크립트와 오디오 클립의 음성인식 결과를 비교해서 (audio clip, text) 쌍 생성

● 향후 자체 음성인식기를 도입하여 데이터 생성과 인식기 성능 개선 작업을 하나로 통합

한국어 음성인식 훈련용 데이터 만들기



● 적은 데이터로 만드는 화자 종속 TTS(Text-to-Speech) 시스템

● 2명의 음성 데이터로 음성 합성 학습 진행
• 학습 데이터: 공개 데이터 약 10.5시간, 손석희 약 5.3시간
• Deep Voice 2로 약 3일 학습
• “인공지능연구원 2018년 데모데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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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목소리로 변환

Segmentation Model

Duration Model

Frequency Model

Vocal Model

텍스트

화자 ID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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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reoNet: Dancing Composition from Music & Lyrics
• K-Pop 그룹의 군무를 배워 새로운 음악에 맞는 그룹 안무 창작

• 인간처럼 창조적인 안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개발이 목표

● 음악과 3차원 춤동작 쌍으로 데이터 구축

● 딥러닝 학습으로 음악과 춤의 상관관계 추출

● K-Pop 그룹의 안무 포메이션 학습

곡가군무일체

ChoreoNet

Music
segmentation/classification

Motion Synthesis
Motion Contextualization

Word2Motion
Dictionary

인공 안무가 (ChoreoNet)

Music Analyzer
Motion Synthesize

Motion
Transformation

음악-춤동작 DB 음악-포메이션 DB

3D Pose/Motion
Generation Tool

음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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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카메라 또는 유튜브 등의 비디오로부터 3D 인체 모션 추출
• 동작 학습을 위한 인체 모션 데이터 구축

● OpenPose 공개SW를 적용하여 이미지로부터 2D 관절 추출

● 2D/3D 관절 사이의 상관관계를 딥러닝으로 학습하여 3D 정보 추출

● 비디오의 이미지 연속성을 활용하여 정확도 개선

HuMo

입력 비디오 3D 관절

딥러닝 : 2D/3D 관절 상관관계 학습

이미지 2D 관절 3D 관절
Human 3.6M dataset

OpenPose 3D 관절
추출기2D 관절이미지

학습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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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에서 유명인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한국어로 서술
• 이미지 내용을 설명하는 한국어 문장 생성(Image Captioning)

• 유명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에 대해서는 얼굴 인식을 통해 인물 식별 (네이버 CFR 오픈API 이용)

● 일반 데이터로 학습 후 메타데이터로 주어진 정보를 반영한 문장 생성

● 학습용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반영된 문장 생성

● 이미지 자동 태깅 시스템 및 이미지 검색에 활용

얼굴인식+영상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VTT-세부3) 비디오 이해를 위한 데이터수집 및 보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테니스 선수가 라켓을 휘두릅니다.”

“페더러가 라켓을 휘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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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서비스 로봇이 얼굴인식을 통해서 고객의 연령대와 성별 인식

● 매장내 자율주행 서비스로봇에 적용

● 고객 맞춤형 인터랙션 및 추천

로봇용 고객 연령 및 성별 분류기

현대자동차 수탁과제

        20대
남자

스포츠 카 추천

통합 모델
트레킹 적용한 

연령대 및 성별 추정독립 모델

나이 인
식

성별 인
식

VGG-16

나이

성별
27 M 27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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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예술작품의 화풍을 이해한 인공지능과 창작자가 상호작용하는 창작물 제
작 시스템

인공지능 아틀리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인공지능 기반 창작 아틀리에 발굴 및 구축 기술 개발

스케치

배경

오브젝트

사진 선택

이미지 조합
사용될 이미지 생성

팔레트

최종 결과물

텍스트소나무
+

전체 스타일 변환 (팔레트)

브러시 부분 수정 및 조정 (브러시)

구도, 배경, 오브제 구성

스타일 변환 모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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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레포트 생성

형상 변형

Internal 
Structure Calcification Lobulation Spiculation

…

Regression

● End-to-End XCAD 및 진단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

설명가능한 폐암 진단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설명 가능한 인간 수준의 딥 기계학습 추론 프레임워크 개발

3D Unet 기반 End-to-End CAD 시스템
(https://github.com/xairc/lung_nodule_detector)

형태 속성 값의 학습 결과
LIME의 분석 결과

진단 근거 도출
LIME: 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nations

추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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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 용선레벨 예측

● 16개월치 1분 단위 측정 데이터를 학습
• (약 70만 건 x 5400개 변수)

● 딥러닝을 적용하여 예측 정확도 개선

● 생산 현장에 적용하여 실시간 예측, 평가
• 60분 이하 적중률 89.0% 달성

제철소 용광로 상태 예측

포스코 광양제철소 수탁 연구과제

실시간 예측 결과를 작업 모니터링 화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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