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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7일, LG는 그룹 차원에서 더 나은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최신 AI 원천기술 확보 및 

AI 난제해결 역할을 수행하는 AI전담조직으로 ‘LG AI연구원’을 설립했다.

올해 3월 2일에는 ‘LG AI 대학원(LG Graduate School of AI)’도 개원했다.

AI 싱크탱크 조직 LG AI연구원(LG AI Research)의 설립배경 및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직문화와 인사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3월 8일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에 위치한 LG AI연구원을 찾아가

조진희 피플유닛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Interview - AI인재육성

LG는 더 나은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싱

크탱크(Think Tank)인 ‘LG AI연구원(LG AI Research)’을 

2020년 12월 7일 설립하였다. LG AI연구원은 LG그룹 차

원의 최신 AI 원천기술 확보 및 AI 난제해결 역할을 수행하

는 AI전담조직이다. 

LG AI연구원은 LG전자·LG이노텍·LG디스플레이·LG

화학·LG에너지솔루션·LG유플러스·LG CNS 등 다수의 

계열사가 참여해 LG경영개발원 산하에 조직되어 있으며 글

로벌 인재확보, AI 연구개발 등에 향후 3년간 2,000여억원

을 투자한다.

특히 LG AI연구원은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기반의 독자적

인 인사제도 및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설립초

기 70여명으로 시작된 인력규모는 2022년 3월 현재 190여

명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구성원들에게는 고정된 팀 

대신 원하는 연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민첩하고 유연

한 애자일 기반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최고의 AI인재를 영입하고, 그룹의 AI인재 전문가를 육성

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진정한 AI컴퍼니로 거듭나는 

것이 LG AI연구원의 목표입니다. AI인재들에게 다양한 현

실 세계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역량

을 갖춘 인재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출범과 함께 세계적인 AI 석학

이자 구글의 AI 연구조직 ‘구글 브레인’에서 리서치 사이언티

스트를 역임한 이홍락 미국 미시건대학교 교수를 영입했습

니다. 이 교수님은 업계 처음으로 신설된 ‘C레벨의 AI 사이

언티스트(CSAI : Chief Scientist of AI)’ 직책을 맡아 AI 원

천기술 확보 및 중장기 AI기술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

행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LG AI연구원 피플유

닛장의 설명이다.

또한 LG AI연구원은 LG그룹 계열사 사업별 특성을 고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AI 연구와 AI 리더 양성소 

‘LG AI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