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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한 풀 꺾이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작열하는 여름처럼 뜨거운 심장을 가진 본 사업단의 구성원들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훌륭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구성원들 모두 그들의 자리에서 최고의 기량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였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컬링 로봇 컬리를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 경기 

시연회를 진행하였으며,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춰 뇌공학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 및 배출

하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하여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대표적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관련 전문 국제학술대회로 입지를 굳힌 제7회  

국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국제학술대회(BCI2019)가 2019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통하여 국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모인 연구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뇌공학 관련 기초 및 응용 분야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토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뇌공학자들의 행보에 많은 성원과 독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정지채

BK21Plus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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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2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첫 개최
02월   뇌공학과 1호 박사 배출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09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2명 초빙 (D. Shen, J. R. Millan)
09월   한국연구재단 BK21+ 글로벌인재양성형 사업 선정

2015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1명 임용
09월   인공지능 심포지엄 개최
12월   뇌인지공학 최신연구동향 Springer 출간

2014
06월    제6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개최 (독일)
09월    제1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개최  

(스페인)

2016
01월   제10회 패턴인식 및 기계학습 겨울학교 개최
02월   BK21+ 사업 단계 평가 재선정
06월   인공지능과 미래 교육 심포지엄 개최
09월   고려대학교 ITRC 인공지능연구센터 개소
10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한 Cybathlon 출전

2018
03월   AI 컬링로봇 컬리 공개 시연회
08월   2018년 인공지능 하계 단기강좌 개최

2017
02월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개최
04월   고려대학교 뇌-인공지능인터페이스 연구센터 개소
07월   International AI Curiong Robot Workshop 개최

2020년 이후

뇌공학 분야 글로벌 Top 10 목표 달성

02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2008년 12월, 미래 국가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 추진 

및 학문의 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 수준 연구

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 사업의 유형 1 (전공학과 개설 지

원) 과제에 선정되면서 일반대학원 뇌공학과를 신설했으며, 2009년 9월 첫 학

기를 시작했다.

‘건강한 두뇌’를 모토로 하는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매년 융합적 학문 지식

과 창의적 소양을 갖춘 뇌공학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 및 양성해 왔으며, 국내외 

우수한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2020년 이후, 뇌공학 분야 세계 Top 10 수

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뇌공학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인지과학, 생체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새

로운 연구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국내 뇌공학의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신경과학, 인지과학, 기계학습, 신호처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신진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했으며, 뇌공학 분야 세계 최고의 석학

들로 해외 연구진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뇌공학 관련 최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

해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장치), 

EEG (Electroencephalography : 뇌전도), NIRS (Near Infrared Spectroscopy : 

근적외선근광분석기) 등 고가의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다.

 　　

뇌의 기저 활동에 대한 심화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기술에 적용하고자 하는 

뇌공학의 연구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뇌신경 활동 이상으로 인한 뇌질환 진단, 예측 및 예방을 더욱 용이하도

록 돕는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우울증과 같은 현대인의 

뇌질환은 초기진단과 병의 진전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뇌공학은 이러한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최신 기술이 될 것이다. 뇌질

환으로 인해 비롯되는 질병은 물론이고, 고령화로 인한 인체 기능의 쇠진에 대한 

재활보조 기술 역시 뇌공학을 통하여 진보할 것이다. 

둘째, 신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뇌신호의 분석을 통해 로봇이나 기계와 같은 

외부 장치를 생각만으로 제어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의 개발은 여러 원

인으로 신체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의수나 의족 등과 같은 인체 보조장비

를 생각만으로 움직이게 해 이들이 일반인과 유사한 활동을 가능케 한다. 이는 

2009년 발표한 10대 미래유망기술 중 하나로 그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 활용도

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인간의 뇌정보처리 메커니즘을 연구해 국가성장동력인 지능/인지 로봇

산업, IT 산업,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산업 

성장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인간의 뇌정보처리와 인지능력의 비밀을 

해독함으로써 뇌기능을 모방한 인지 로봇 및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더욱 박

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HISTORY | 연혁

2012
03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1명 임용 (K.-R. Mueller)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2011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09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1명 임용 (D. Kersten)

2010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08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1명 임용 (A. L. Yuille)

2009
0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입학정원 년 50명 확보
02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3명 임용 (H. H. Buelthoff, S. Jackson, A. K. Jain)
04월   2009년 2학기 뇌공학과 석·박사과정 신입생 첫 선발
08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2명 추가 임용 (C. Koch, S. Edelman)
09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3명 임용
09월   뇌공학과 신설
09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첫 개최

12월   교육과학기술부 WCU 사업 선정

2008

BRAIN & COGNITIVE Engineering
학과 및 뇌공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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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Laboratory
뇌공학과 연구실 소개

Pattern 
Recognition Lab. 지도교수 이성환

본 연구실은 총 3개의 연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컴퓨터 비전 그룹은 카

메라 기반 다양한 상황 및 객체 인식을 목표로 수화, 대화형 표정, 객체, 원거리 얼

굴, 휴먼 행동 인식 등과 휴먼 상호작용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뇌-기계 인터

페이스 그룹은 뇌 신호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

발을 목표로 뉴로 드라이빙, NIRS 기반 BCI,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펠러 등을 연

구 중이다. 마지막으로, 신경재활공학 그룹에서는 웨어러블 로봇인 하지 보행 로봇, 

EMG 기반 상지 보철, FES 기반 하지 제어 시스템 등의 연구와 뇌 신호 기반의 새

로운 신경 재활 인터페이스 개발을 목표로 휠체어, 로봇 팔, 하지 외골격 로봇 등의 

제어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각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

존 연구인 광통신, 고주파 회로와 함께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체조직 정보를 비침

습적으로 영상화하는 Optical Coherence Tomograph (OCT)와 근적외선을 이용해 

두뇌의 혈류 변화량 정보를 얻어 두뇌 활성도를 측정하는 Near Infrared Spectros-

copy (NIRS) 등의 뇌공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제학회인 2014 ICEIC에 참

여해 소속 학생이 한국인 중 유일하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해당 카테고리 상

위 3% 이내 SCI 저널인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연구 외적으로는 연 1회 산행, 신년에는 연구실 졸업생들

과 함께 하는 행사를 가지며, 지도교수와 정기적인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지도교수 정지채

Cognitive 
Systems Lab.

지도교수
Christian Wallraven

본 연구실은 지각적·인지적인 실험들과 결부된 기계학습 및 컴퓨터 그래픽스

의 최첨단 방식을 이용하여 인간의 우수한 인지 시스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얻은 지식을 로봇공학, 컴퓨터 비전, 컴퓨터 애니

메이션, 의료기기 등과 같은 인공 지능적 인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하여 정진하

고 있다. 연구실의 철학에 걸맞게 현재 컴퓨터 과학, 심리학, 동양의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활발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맺어 얼굴 및 얼굴 표정 인식, 다감각적 지

각, 미학의 인지계산적 관점 등의 연구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학업을 익히고 있

다. 특히 세계적 연구기관인 독일의 Max Plan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그리고 영국 웨일즈의 Cardiff University와의 돈독한 우정을 바탕으로 주기적인 교

류를 통한 지식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광학기반 생체 이미징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광 신호/영상처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다양한 센서와 영상기법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기반으로, 뇌를 포함하는 생체형태의 신호획득 및 기능의 전기/광학적 

반응신호 추출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광간섭단층촬영술, 차세

대 광음향 뇌-기계 인터페이스 및 영상시스템 기술, 패턴인식 기반 감각신경 자동

인식 시스템, 그리고 광섬유다발 기반의 다기능성 영상시스템 등의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뇌/생체 조직 신호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앞으로 뇌공학, 의공학, 및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다.

Bionics and 
Photonics Lab. 지도교수 한재호

04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한재호  

Biophotonic Sensors, Endoscopic Imaging, Surgical Robot

이종환  

뇌신호처리, 기능자기공명영상, 기계 학습 

곽지현  

뉴로모픽 신경계 모델링, 계산신경과학, 전기신경생리학 

민병경  

Ultrasound-Neuromodulation, EEG-based BCI, Brain-Brain Interface

Christian Wallraven

Psychophysics, Cognitive Systems

이성환   

패턴 인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딥 러닝

김동주

Mathematical Brain Modelling, Functional Cerebral Monitoring

김상희  

인지신경과학, 감성측정, 감성조절 뇌훈련

Klaus-Robert Mueller    

Brain-Computer Interface, Machine Learning

석흥일  

기계학습, 뇌영상 기반 뇌질환 진단, 비침습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Dinggang Shen 

Neuro-Imaging Analysis, Biomedical Imaging

정지채  

기능성 근적외선 뇌활성 계측, 빛 간섭 단층 촬영

BCE Professors 
전임교원

정교수

부교수

해외
석학

Optical Bio-Signal 
Process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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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학과 연구실 소개Laboratory

Clinical Neuro 
Modeling Lab. 지도교수 김동주

본 연구실은 뇌 조직 변화의 특성과 세부 매커니즘을 규명, 실제 의료현장에 더욱 

향상된 뇌질환 진단 및 조직 양상 파악 방법·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패러다임은 글로벌 패러다임과 구조적 패러다임으로 나뉜다. 글로벌 패러다임

을 적용한 연구의 예로, 자율신경계 (ANS) 이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시행되는 다양

한 검사들을 대체하는 통합·개선된 자율신경계 진단 모델과 뇌 외상 및 수두증 환

자들의 뇌 모니터링을 이용, 뇌 생리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환자 진단 모델의 개발이 

있다. 구조적 패러다임을 적용한 연구의 예로는 정상인의 뇌와 수두증 및 다양한 뇌 

외상 환자의 CT·MRI 이미지를 분석하여 뇌부종에 대한 조기진단 툴 개발이 있다. 

또한 유한요소법 (FEM)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환자의 뇌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뇌병

변의 의학적 경과를 예측하는 환자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Machine
Intelligence Lab. 지도교수 석흥일

본 연구실은 다양한 뇌공학 기술 응용을 위한 기계학습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1) 뇌 정보 처리 메커니즘에 기반한 계층적 특징 추출 및 인식 

알고리즘 기술 개발, 2) MRI, PET, fMRI 등의 뇌영상 패턴 분석 및 이를 이용한 뇌질

환 조기 진단 및 예측 기술 개발, 3) EEG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안정화

를 위한 신호분석 기술 개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뇌정보처리 메커니즘의 

이해를 위한 기능적 연결망 구축 알고리즘 개발 및 이해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

다. 본 연구실에서 기 개발된 기술들은 뇌인지공학 관련 응용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

용되어 국제저명학술지 및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되고 있다.

Neurotechnology 
Lab.

지도교수
Klaus-Robert Mueller

본 연구실은 Klaus-Robert Mueller 교수 지도하에 뇌공학 연구의 한 분야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대뇌 기능 및 영역간의 분

석을 통하여 뇌 인지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기계 

학습 및 뇌 신호 처리 기법의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근적외선을 이용

하여 두뇌의 혈류량을 측정하는 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와 전기적 뇌 

신호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Electroencephalography (EEG)를 함께 사용하여 뇌-컴

퓨터 인터페이스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Hybrid Brain-Computer Interface 연

구를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실은 신생아의 뇌 발달 과정의 이해 및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장애, 정

신분열증과 같은 뇌질환 진단 시스템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뇌영상 분석 방

법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형태/크기의 뇌영

상들의 빠르고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기계학습 기법에 기반한 영상 정합 기

술들을 개발 중이다. 의료 영상 분석 기법들의 임상 활용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연

구들 또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립선 영역의 자동 검출 및 영역화 기술 개발에 초

점을 두고, 이를 전립선 암 수술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Neuroimaging Analysis 
Lab.

지도교수
Dinggang Shen

06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BCE Laboratory
뇌공학과 연구실 소개

Neural 
Computation Lab.

Affective Cognition 
Lab.

지도교수 곽지현

지도교수 김상희

본 연구실은 뇌신경 정보처리 이론을 토대로 신경망에서의 기억저장 기전을 밝

히는 것을 주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신경세포가 신경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정

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궁극적으로는 뇌 신경 신호에 숨겨져 

있는 신경계 언어인 ‘Neural Code’를 이해하고자 한다. 현재 전기생리학적 실험 기

법을 사용해 실제 뇌에서의 뇌신경 정보처리 원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신경계를 모

사하는 뉴로모픽 신경계 모델을 구축하여 신경계에서의 뇌 정보처리 원리를 연구하

고 있다. 특히 뇌정보처리에서의 신경계 구조의 역할 연구, 신경계 질환에서의 정보

처리 특성 연구, 뇌정보처리 원리 기반의 차세대 정보처리 시스템 개발 등의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경계의 정보처리 원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

경계 언어의 완전한 이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실은 정서정보에 대한 인지적 조절기제 탐구를 기반으로 fMRI 등의 최신 

장비를 이용한 정서 조절장애의 뇌과학적 이해, 인지과제를 통한 자기통제기능 개

선, 비침습적 뇌자극을 통한 조절기능 향상기술 개발 등을 주 연구목표로 삼고 있

다. 현재 글로벌박사 펠로우십 수혜자 1명,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2명, 학부연구

생이 세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인지과학회, SFN, OHBM 등 국

내외 학회에 참여해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해 각 분야의 연구자들과 교류를 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EEG, SCR, EMG 등의 생체신호 분석과 바이오피드백에 관련

한 프로젝트가 연속 선정되면서 고차정서기능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 수준을 한

층 더 높이고 정서인지 기능의 통합적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보급 상용화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인간의 뇌파(EEG)에 담긴 인지적, 의식적 속성, 특히 자극이 제시

되기 전의 의도나 하향식 (top-down)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뇌파 연구와 이를 통

해 차세대 인지적 (cognitive) 뇌-기계 인터페이스 (brain-machine interface; BMI)

에 적용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뇌파 신호로 추출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두개골을 투과하는 집속 초음파 (focused ultrasound) 자극과 같은, 비

침습적인 뇌신경/인지 기능 제어 방법을 통해서, 뇌 속으로의 신호 전달 (machine-

brain interface; MBI) 및 신경 기능 제어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뇌파 기반의 BMI와 

초음파 기반의 MBI를 융합하여, 뇌로부터 뇌로의 신호 전달 방법인 brain-to-brain 

interface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fMRI) 장치 및 뇌전도 (EEG) 장비등 다양한 

뇌 영상 측정 장비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에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뇌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 주요 연구 목적이 있으며, 기존 연구 내용으로는 새로운 기계 학습 방

법인 독립 벡터 분석을 통한 기능성 자기 공명 데이터 분석 기법 개발, EEG-fMRI 

동시 측정을 통한 수면 및 간질 환자 연구, 그리고 실시간 fMRI 기법에 기반한 신경 

귀환 방법 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신호처리 기반의 뇌 영상 데이터의 분석을 통

한, 우울증, 정신 분열증, 중독증 등 각종 신경 정신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가능

한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Min Lab.

Brain Signal 
Processing Lab.

지도교수 민병경

지도교수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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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장비

구분 NeuroScan SynAmps2

사진

용도 · EEG 신호의 검출 및 기록

기능

· 높은 시간 해상도를 갖는 뇌 신호 획득 가능

·  근전도 (EMG), 안구전도 (EOG)를 포함한 뇌 신호 측정 가능

·  자극 제시 (E-prime 등) 및 분석 (EEGlab 등) 소프트웨어와 연동 가능

· 설치가 빠르고 간단하여 휴대성 우수

· fMRI와의 동시 측정 등 호환성 우수

주요

사양

· 64채널 증폭기 시스템        · 최대 시간 해상도 20,000Hz

· A/D 해상도 24Bit              · 입력저항 1 GΩ 이상

구분 NeuroScan Quick Caps

사진

용도 · EEG 신호의 검출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능

·  뇌의 전기적 활동을 전극을 이용해 두피에서 직접적인 측정이 가능

· 측정 된 뇌신호를 SynAmps2로 전송하여 신호 분석

· 인종, 성별, 나이를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측정 Cap이 존재

주요

사양

· 다섯 가지 크기의 전극사용 가능       

· 국제 10-20 표준에 따른 전극 위치법 준수

· 각 실험을 고려한 다양한 Cap 사용 가능 (12- 256 채널 시스템)

◆ 뇌 신호 측정 장비

구분 NeuroScan CURRY Scan 7 Neuroimaging Suite

사진

기능

·  유용한 기능들 및 데이터 처리방법의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 구조       

· EEG 데이터 처리 및 신호 분석을 위한 분석 툴

·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며 사용법 간편                                                  

· 최대 512개의 채널과 20kHz의 시간 해상도

· 신호 국부화, 공간적 시각화 등 다양한 영상 처리 분석 가능

◆ 신호처리 및 분석 소프트웨어

◆ 뇌영상센터 장비 시스템

-  SIEMENS MagnetomTrio, 

A Tim System 3-Tesla

MRI

-  Brain Product MR series, 

64-channel system

MR-compatible EEG

뇌영상측정장비

반응측정 장비

- built-in diopter correction
- adjustable pupil distance
- 3D stimuli presentation

Eye-tracking system 

(NNL& Arrington Research) -  NNL의 좌/우 검지와  

엄지를 이용한 4개의 버튼

-  Current Design의 fORP, 

좌/우 4개 (총 8개)의 버튼

Button response

-  Galvanic skin 
response (GSR)

- Blood flowmeter
-  Electrocardiog-

raphy (ECG)

생체 신호 측정시스템

자극제시 장비

- NNL의 Visual goggle system - NNL의 Headphone system

Visual system Auditory system

자극제시 소프트웨어

-  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  E-prime 2.0: Professional 
version

E-prime

-  Neurobehavioral Systems, 
Inc.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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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뇌영상센터

고려대학교 뇌영상센터는 뇌공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학술 진흥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며, 특히 3-T Siemens Trio 자기공명영상장치 (MRI)와 EEG 및 생체신호 측정 장비를 기반으로 뇌

공학 분야의 선도적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센터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자기공명영상 기술을 기반으로 한 뇌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뇌공학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지원

- 교내/외의 뇌공학 연구관련 자기공명 영상실험 수행에 대한 기술적 지원

- 국내외 관련 연구소와의 긴밀한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한 기술정보 및 연구동향 교환

◆ 연 혁

2010년 07월 뇌영상센터 건물 완공

2010년 09월 SIMENS MRI 장비 설치

2010년 12월 fMRI 부가장비관련 NNL 본사 파견 교육

2010년 12월 fMRI 부가장비 가동완료

2010년 12-2월 뇌영상센터 1, 2, 3차 세미나 개최

2011년 05월 뇌영상센터 오픈

2012년 02월 MRI 호환 EEG 장비 및 생체신호 측정 장비 구매완료 및 가동테스트

◆ 위치 및 운영시간

- 위치 : 자연계캠퍼스 애기능생활관 1층 106호 / Tel. (02)3290-3890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

- 실험시간 :  오전 (오전 9시30분~오후 12시), 오후A (오후 1시~오후 3시30분), 

                 오후B (오후 3시30분~오후 6시)

◆ MRI / fMRI 실험신청 방법

- 홈페이지 (https://fmri.korea.ac.kr)의 실험일정  메뉴에서 실험스케줄 확인

- 홈페이지 (https://fmri.korea.ac.kr)의 실험등록  메뉴에서 사용신청서 작성 후 접수

   (실험등록은 로그인 상태에서 가능)

BCE Equipment
공동실험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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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학기 국·내외 연수

연번 이름 방문일자 방문기관 학위과정

1 유형석 180429-180503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in Vision and Ophthalmology 2018 석박사통합과정

2 김용정

180514-1805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2018

석박사통합과정

3 정지훈 석박사통합과정

4 정홍규 박사과정

5 곽노상

180521-180525 The 7th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Meeting

석박사통합과정

6 고원준 석사과정

7 김홍경 석사과정

8 김지완
180602 2018년 한국인지과학회 연차학술대회

석사과정

9 안민희 박사과정

10
Furat 

AlAhmad
180613-180616 Eurohaptics 2018 박사과정

11 강혁묵 180614-180617 19th Annual International Multisensory Research Forum 석박사통합과정

12 김아름

180614-180615 4차 산업혁명과 감성과학

석사과정

13 김혜진 석박사통합과정

14 정유석 석박사통합과정

15 황예지 석박사통합과정

16 김동율

180617-180621 2018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Annual meeting

박사과정

17 김신아 석박사통합과정

18 김진수 석사과정

19 김현철 석박사통합과정

20 윤흥식 박사과정

21 이주현 석박사통합과정

22 주의종 석박사통합과정

23 Niv Lustig 석사과정

24 김영탁

180620-180622 2018년도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

석박사통합과정

25 김지완 석사과정

26 안민희 박사과정

27 이승보 석박사통합과정

28 Lua Ngo 박사과정

BC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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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및 

행정

교무 및 

행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BRI502 인지뇌과학입문(영강) 김상희 3

BRI507 기계학습입문(영강) 석흥일 3

BRI509 뇌신호처리입문 홍민석 3

BRI511 신경과학(영강) 곽지현 3

BRI512 두뇌의이해(영강) 김동주 3

BRI515 응용수학의기초(영강) C. Wallraven 3

BRI516 신경망입문(영강) 이종환 3

BRI518 응용수학의기초II 박정훈 3

BRI519 뇌공학프로그래밍입문 윤인식 3

BRI604 생체회로분석(영강) 정지채 3

BRI609 뇌영상분석(영강) 이종환 3

BRI616 뇌영상공학(영강) 석흥일 3

BRI618 정서와주의(영강) 김상희 3

BRI641 딥러닝이론 박주영, 김지연 3

BRI645 의료지능기계학습(영강) 김동주 3

BRI719 뇌공학세미나III(영강) 이성환 1

BRI728 현장연구실습2(영강) 이성환, K.-R. Mueller 3

● 2018년 2학기 개설과목

학위 이름 논문제목

박사 안민희 EEG Source-Level Brain-Machine Interfacing Technology

박사 정대현 Differential Roles of MPFC Subregions in Other-Regarding Decision

석사 권오연 Subject to Subject Transfer Learning for Zero-Training Brain-Computer Interfaces

석사 김은지
Effect of Cognitive Bias Modification for Interpretation (CBM-I) on Heart Rate Variability and Attentional Bias in 
a Socially Stressful Situation

석사 이미우 Modulation of Food Intake Urge Following Negative and Benign Social Evaluation Context

● 2018년 1학기 학위취득자 목록

●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원현황

421,344,200총계

315,071,700(34명)

82,764,000(12명)

3,750,000(03명)

19,758,500(09명)

일반장학금

조교장학금

BK21+장학금

기타장학금

● 교원 인사

  부교수 승진  

석흥일 교수

연번 이름 방문일자 방문기관 학위과정

29 정홍규 180624-180914 Johns Hopkins University 박사과정

30 박주연 180702-181829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석사과정

31 원동옥 180713-180718 IJCAI-ECAI-18 석박사통합과정

32 곽인엽
180726-180727 AI Korea 2018

박사과정

33 이민호 석박사통합과정

34 정연우 180827-180729 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18 석박사통합과정

35 곽정헌 180830-180831 The 21st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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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 입시설명회 : 2018년 9월 20일(목) 

  - 지원서 입력 : 2018년 10월 1일(월) - 8일(월) 

  - 서류 접수 : 2018년 10월 1일(월) - 11일(목) 

  - 구술 시험 : 2018년 11월 10일(토) 

  - 합격자 발표 : 2018년 12월 7일(금)

●  2019학년도 전기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모집 

학과

●  2018년 후기 뇌공학과 대학원 입학설명회 개최

연구 하이라이트 연구 하이라이트

김동주 교수의 새 연구, Changes in the Gray and White Matter of Pa-

tients with Ischemic-Edematous Insults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Au-

tomated Artifact Elimination of Physiological Signals using a Deep Be-

lief Network: An Application for Continuously Measured Arterial Blood 

Pressure Waveforms와 Abilities of a Densitometric Analysis of Computed 

Tomography Images and Hemorrhagic Parameters to Predict Outcome 

Favorability in Patients With Intracerebral Hemorrhage가 각각 Surgery 분

야 저널 200개 중 IF 14위 저널인 Journal of Neurosurgery, Computer 

Sciences, Information Systems 분야 148개 중 IF 12위인 Information Sci-

ences와 Surgery 분야 저널 200개 중 IF 12위인 Neurosurgery에 게재 

허가되었습니다. 

한재호 교수의 새 연구, Stable Extended Imaging Area Sensing with-

out Mechanical Movement Based on Spatial Frequency Multiplexing이 

Instruments & Instrumentation 분야 IF 상위 10% (61개 중 1위) 저널인 

IEEE Trans. on Industrial Electronics에 게재 허가되었습니다. 

2018년 후기 모집 신입생 입학설명회가 2018년 3월 27일(목) 오후 5

시부터 한 시간 동안 우정정보관 206호에서 개최되었다. 기존 뇌인지과

학융합전공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학부생을 포함하여 뇌공학에 관심 있

는 타과 학부생 등 대학원 뇌공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관

심을 보였다.

이성환 교수의 새 연구, A High Performance Spelling System based 

on EEG-EOG Signals with Visual Feedback와 A Novel Linelet-Based 

Representation for Line Segment Detection가 Rehabilitation 분야 IF 상

위 10% (65개 중 4위) 저널인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

habilitation Engineering와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IF 상

위 10% (260개 중 3위)인 IEEE Tra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에 각각 게재 허가되었습니다. 

김동주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Journal 

of Neurosurgery, Information Sciences와 Neurosur-

gery에 각각 게재 허가

한재호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IEEE 

Trans. on Industrial Electronics에 게재 허가

이성환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

gineering과 IEEE Tra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에 각각 게재 허가

학과소식

박사과정 안민희 학생, ICT 미래인재 포럼2018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창의인재 평가부문  

최우수상 수상

4차 산업혁명 선도 ICT 미래인재 포럼2018

에서 안민희 학생(지도교수: 민병경)이 창의

인재 평가부문 최우수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뇌 기능 상태를 분

석하는 교차 주파수 동조 분석 방법을 적용하

여, 휴식 상태에 있는 이명 환자 전두엽 뇌파

의 저주파 위상과 고주파 진폭의 비정상적 상

관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 참여하여, 청각 분

야 25개 저널 중 인용지수 1 위이며, 이비인후과 분야 43개 저널 중 인용

지수 1 위인 SCI 등재 저널에 해당하는 Hearing Research에 논문을 게

재하였다.

박사과정 김동율 학생, 2018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Annual meeting에서 Travel Stipend 

Award 수상

뇌신호처리 연구실(지도교수: 이종환)의 

김동율 학생이 투고한 Classification of Col-

laboration and Competition with Different 

Reasoning Orders using fMRI Data  초록이 

2018년 6월 17일부터 21까지 싱가포르 선텍

시티에서 개최한 2018 Organization for Hu-

man Brain Mapping Annual meeting 학회에

서 Travel Stipend Award를 수상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기능성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추론순서를 고려한 의사결정과

정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활성화되는 뇌영역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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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정서인지 연구실(지도교수: 김상희)의 황예

지 학생이 투고한 '단어쌍 연합학습을 통한 해

석편향의 유도와 사회불안상황에서의 심박변

이도 변화 효과 연구(영문 제목: The Effect 

of Cognitive Bias Modification for Interpreta-

tion (CBM-I) on Heart-rate Variability Under 

Social Stress)' 논문이 지난 6월 14일부터 15

일까지 한국감성과학회가 주최한 4차 산업혁

명과 감성과학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정서인지 연구실(지도교수: 김상희)의 정유

석 학생이 투고한 '반응 과제에 따른 정서 스

트룹 과제에서의 간섭 효과의 차이 연구 (영문 

제목: The Difference of Interference Effect of 

Emotional Stroop Tasks Depending on the 

Reaction)' 논문이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

까지 이틀 동안 한국감성과학회가 주최한 4

차 산업혁명과 감성과학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Machine Intelligence 연구실(지도교수: 석

흥일)의 고원준 학생이 투고한 다양한 기계학

습 기술들 중 하나인 생성 모델, 그 중에서도 

적대적 생성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인공적

으로 뇌신호를 생성한 연구 논문인 Towards 

Reducing Calibration in BCI: Artificial EEGs 

Generation by Deep Learning  으로 2018년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 개최한 The 7th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Meeting에서 

Student Award 를 수상하였다.

석·박사통합과정 황예지 학생, 4차 산업혁명과  

감성과학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석·박사통합과정 정유석 학생, 4차 산업혁명과  

감성과학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석사과정 고원준 학생, The 7th International Brain-

Computer Interface Meeting에서 Student Award 수상

뉴스브리핑

뉴스브리핑

인공지능 컬링 소프트웨어 '컬브레인'으로 작동하는 로봇 '컬리'입니다.

컬리는 상단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경기 상황을 인식해 투구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컬링경기 기보 1천3백여 건과 16만 개의 투

구샷 데이터 등을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했습니다.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센터는 인공지능

(AI), 뇌공학, 언어학 등 지능정보처리 소프

트웨어(SW)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전문 분

야에 특화된 정보 인지 및 학습모델 기술 개

발, 두뇌 활동 원리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

능정보처리 기술 융합, 자체 지식 확장과 정

밀도 향상을 고도화하기 위한 융합모델 개

발, 지능정보 응용서비스 개발(의료전문가 

지원, 자율주행 지능) 등을 추진 중이다.

  전자신문  

[ICT 미래인재포럼]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센터

  KBS NEWS  

세계 최초 AI로봇과 인간의 컬링 대결 … 승자는?

(기사 전문: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16085) 

(기사 전문: http://www.etnews.com/20180517000240) 

글로벌 혁신의 대명사인 앨론 머스크가 뉴럴링크(Neuralink)라는 회사

를 설립하여 인공지능을 대비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인간의 한계를 넘

어서겠다.는 프로젝트를 공표한지 1년이 지났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

그 역시 뇌 신호를 추출하여 생각만으로 1분에 100단어를 자동 입력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려

는 시도와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런 기술은 BCI(Brain-Computer Interface: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기

술로 뇌 신호 분석을 통해 신체의 움직임 없이 사용자의 의도를 기기 제어 

신호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국내에도 이런 BCI(Brain-Computer Interface) 

기술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이성환 교수 연구실 역시 이

런 BCI기술을 연구하는 곳 중 하나이다. 

(기사 중략)

  매일경제   

[AI 시대, 국내 SW돋보기]

이제 생각만으로 로봇을 움직인다. 국내 BCI(뇌-컴퓨터 

인터페이스)기술연구_고려대 이성환 교수 인터뷰

(기사 전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28619 

BCE N
ew

s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제목: Deep Learning for Medical Image Analysis

- 연사:  Dinggang Shen 교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일자: 2018년 3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소: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604호

제목: Deep Learning for Brain-Computer Interfaces

- 연사: Cuntai Guan 교수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일시: 2018년 6월 4일(월) 오후 5시 

- 장소: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604호

제목: Deep Networks and Beyond: Vision and Machine Learning

- 연사: Alan Yuille 교수 (Johns Hopkins University)

- 일시: 2018년 7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604호

수상실적

이성환 교수가 2016년에 처음 제정된 제

1회 석탑연구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석탑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석탑연구상은 고려대

학교 전임교원 중 탁월한 연구 성과로 고려

대학교의 연구력 향상에 기여한 교원을 포

상하여 널리 알리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장

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

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3회 석탑연

구상 수상자는 2017년도(2017/1-2017/12) 학술논문, 학술단행본, 연구

비 수혜실적을 대상으로 연구의 질, 연구의 양, 연구비 수주액을 합산하

여 고려대학교 학내 9개 학문 계열별로 상위 3%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C. Wallraven 교수가 2017년도 2학기 석

탑강의상을 수상하였다. 석탑강의상은 해당 

교과목 수강 학생들의 수강소감 평가 결과

를 바탕으로 평가되며, 단과대학별 개설 강

좌수의 상위 상위 5%이내의 그룹으로 나뉘

어 선정되며, 강의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성환 교수, 석탑연구상 수상

C. Wallraven 교수, 석탑강의상 수상



BCE N
ew

s

016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고려대학교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뉴스레터 2018년 가을호   017

학술행사 및 세미나학과소식

2018년 1학기 콜로퀴엄

· 연사: 함병주 교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제목: Imaging Genetic Study for Depression

>> 4월 23일(월)

· 연사: 전문구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 제목: Applications of Machine Learning to 

Visual Surveillance and Autonomous Driving

>> 4월 2일(월) 

· 연사: 조일주 박사  

(KIST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연구단) 

· 제목: Multifunctional MEMS Neural Probe for 

In-vivo and In-vitro Applications

>> 3월 19일(월)

· 연사: 박별터 대표이사 ((주)씨드로닉스)

· 제목: Unmanned Vehicle Systems using Artifi-

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5월 14일(월) 

· 연사: 곽지현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 제목: Hippocampus: Brains Memory and 

Navigation System

>> 3월 5일(월) 

· 연사: 인호 교수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 제목: Blockchain: Core Platform for 4th Indus-

try Revolution

>> 4월 30일(월) 

· 연사: 윤태웅 교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 제목: Mathematical Thinking and Technical 

Writing

>> 3월 26일(월) 

· 연사: 박종열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각지능연구그룹)

· 제목: Visual Intelligence and Platform  

>> 3월 12일(월)

>> 5월 21일(월)

· 연사: 이의진 교수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 제목: Mobile and Wearable Sensing for Posi-

tive Computing

>> 4월 9일(월) 

· 연사: 유진규 대표이사 ((주) AItrics)

· 제목: Clinical Risk Prediction in Intensive Care 

Unit

● 2018년 한국 뇌 캠프 통신교육 수료식 개최

2018년 한국 뇌 캠프 통신교육 수료식이 지난 6월 2일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208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통신교육 수료식은 제

9회 한국 뇌 캠프의 고등부 동상 이상 입상자 10명이 참가하여 2018년 4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으로 해부학, 생리학, 뇌공학, 뇌질환 및 사례 연구를 

중심의 교육을 수료한 후, 6월 2일(토) 하루 동안 성취도 평가를 받았다. 2018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8 International Brain 

Bee에 한국 대표로 세종예술과학영재학교의 박준성 학생이 참가하여 총 25개국의 대표들과 함께 경쟁을 펼쳤다. 한편, 한국뇌캠프는 매년 여름학교

를 통해 국내 대표로 선발되는 학생의 선전을 위하여 왕복항공료, 체재비, 등록비 등 소요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 2018년 인공지능 하계 단기강좌 공동 주관

본 사업단은 2018년 8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고려대학교 자연

계캠퍼스 미래융합기술관 강당에서 개최된 2018년 인공지능 하계 단

기강좌를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패턴인식 및 기계학습을 연구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권위 있

는 9분의 연사를 초빙하여, 기초 이론부터 기술 응용까지 알찬 내용으

로 준비된 이번 단기강좌에서는 패턴인식 기계학습 연구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응용에 대한 지식을 심도 있게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고려대학교를 포함하여 UNIST, KAIST, POSTECH, 서울대학교, 한동

대학교의 교수진들이 Deep Learning Basic 에서부터 Deep Learning 

Research 및 Deep Learning Application 이라는 주제로 딥러닝과 관련

한 충실한 내용이 담긴 알찬 강의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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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2018. 03 - 2018. 08)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김동주
Validation of Pressure Reactivity and Pulse Amplitude Indices Against the Lower 
Limit of Autoregulation, Part I: Experimental Intra-Cranial Hypertension

Journal of Neurotrauma
Clinical Neurology 분야 저널 197개 
중 IF 26위

이성환
Discriminative Context Learning with Gated Recurrent Unit for Group Activity 
Recognition

Pattern Recognition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
ligence 분야 저널 132개 중 IF 16위

이성환, 
Dinggang Shen

Tumor Tissue Detection using Blood-Oxygen-Level-Dependent Functional MRI 
based on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Scientific Reports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64개 중 IF 12위

이종환 Gamma EEG Correlates of Haptic Preferences for a Dial Interface IEEE Access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ys-
tems 분야 저널 148개 중 IF 24위

한재호

Single-shot and Label-free Refractive Index Dispersion of Single Nerve Fiber by 
Triple-wavelength Diffraction Phase Microscopy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

Optics 분야 94개 저널 중 IF 18위

Dual-Wavelength Diffraction Phase Microscopy with 170 Times Larger Image 
Area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

Optics 분야 94개 저널 중 IF 18위

IF 상위  20%

018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1) 교수 논문게재 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총 15편 JCR IF 10% 9편, IF 20% 6편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김동주

Changes in the Gray and White Matter of Patients with Ischemic-Edematous 
Insults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Journal of Neurosurgery Surgery 분야 저널 200개 중 IF 14위

Automated Artifact Elimination of Physiological Signals using a Deep Belief 
Network: An Application for Continuously Measured Arterial Blood Pressure 
Waveforms

Information Sciences
Computer Sciences, 
Information Systems 분야 저널 
148개 중 IF 12위

Abilities of a Densitometric Analysis of Computed Tomography Images and 
Hemorrhagic Parameters to Predict Outcome Favorability in Patients With Intra-
cerebral Hemorrhage

Neurosurgery Surgery 분야 저널 200개 중 IF 12위

이성환, 
Dinggang Shen

Robust brain ROI Segmentation by Deformation Regression and Deformable 
Shape Model

Medical Image Analysis
Computer Science,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분야 
저널 105개 중 IF 6위Conversion and Time-to-conversion Predictions of Mild Cognitive Impairment 

using Low-rank affinity Pursuit Denoising and Matrix Completion

이성환

A High Performance Spelling System based on EEG-EOG Signals with Visual 
Feedback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habilitation 분야 저널 65개 중 
IF 3위Motion-Based 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for Gaze-Independent Brain-

Computer Interfaces

A Novel Linelet-Based Representation for Line Segment Detection
IEEE Tra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저널 260개 중 IF 3위

한재호
Stable Extended Imaging Area Sensing without Mechanical Movement Based on 
Spatial Frequency Multiplexing

IEEE Trans. on Industrial Elec-
tronics

Instruments & Instrumentation 분야 
저널 61개 중 IF 1위

IF 상위  10% 교수_초청강연, 기조연설, 학회참여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구분

김동주 180706 2018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워크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닉스 연구단, 
고려대학교 뇌-인공지능
인터페이스연구센터

한국 비침습 BCI 기반 로봇팔 제어 SW 플랫폼 개발 국내

석흥일 180406 2018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한국 Data-driven Approaches in Medical Intelligence 국내

이성환

180412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초청 세미나 성균관대학교 한국 뇌와 컴퓨터의 접속: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국내

180424 기술경영 최고경영자과정 고려대학교 한국 인공지능기술의 현황 및 미래 국내

180427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초청 세미나 GIST 한국 패턴인식 연구 현황 소개 국내

180502 기계공학부 초청 세미나 고려대학교 한국 AI 컬링 로봇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 현황 국내

180504 넷마블 AI센터 초청 강연 ㈜넷마블 한국 인공지능 컬링 로봇과 컴퓨터 비젼 연구 동향 국내

180504 2018년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뇌기능매핑학회 한국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 현황 및 전망 국내

180530 법학전문대학원 세미나 고려대학교 한국 인공지능을 정의한다 국내

180608 삼성전자 SR 교류회 삼성전자 한국 연구 현황 소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180622 Crazy and Big Idea Forum KIST 한국 BCI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의 미래 국내

180627 2018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 인공지능 기술 현황 국내

180720 삼성리서치 산학협력 미팅 삼성리서치 한국
스마트 밴드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수면 모니터링 및 
유도 기술 개발

국내

180726
-
180727

AI Korea 2018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한국
Deep Reinforcement Learning in Continuous Action 
Spaces Under Uncertain Environment: Curly

국내

180802
-
180803

Workshop on Curling Informatics 2018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of Japan, 
Game Informatics 
Research Group

일본 Curly: An AI-based Curling Robot System 국제

초청강연, 기조연설, 학회참여 22회

포스터발표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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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2018. 03 - 2018. 08)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구분

이성환 180817 한라그룹 초청 세미나 한라그룹 한국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전망 국내

이종환

180413
-
180415

The 15th Annual World Congress of SBMT
Society for Brain Map-
ping and Therapeutics

미국
Functional Network of Mindfulness and Can It 
Be Changed via Real-time fMRI Neurofeedback?

국제

180530
-
180531

2nd Korea-Russia Science & 
Technology Day

Korea-Russia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러시아
Deep Learning Approaches to Neuroimaging Data 
Analysis

국제

180530
-
180531

2nd Korea-Russia Science & 
Technology Day

Korea-Russia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러시아 - 국제

180612
-
180614

The 8th International Workshop on Pattern 
Recognition in Neuroimaging 2018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싱가포르 - 국제

180622
-
180623

HBM Satellite Meeting: 
Non-Standard Brain Imaging Analysis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싱가포르 Deep Learning Approaches to functional MRI Analysis 국제

한재호
180620
-
180622

2018년도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

한국통신학회 한국 - 국내

020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교수_포스터발표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구분

민병경

180323
-
180326

The 25th Annual Meeting of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미국
Abnormal Resting-state EEG Cross-frequency 
Coupling in Patients with Tinnitus

국제

180626
-
180629

The 22nd Annual Meeting of Associat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Consciousness

Associat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Consciousness

폴란드 A Thalamo-cortical Iterating Model for Consciousness 국제

한재호

180508
-
1805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genera-
tors and Piezotronics

KIEEME 한국
Wearable Triboelectric Energy Harvesters for 
Brain-Machine Interfaces

국내

180530
-
180601

제25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한국광학회 한국
공간 주파수 다중화 기반 간섭 영상의 안정적인 영역 
확장 연구

국내

180701
-
18070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of Synthetic Metals
KPEA 한국

Wearable Carbon Nanotube based Biosensors for 
Healthcare Monitoring Systems

국내

180701
-
180706

Carbon Nanotube based Bio-electrodes for Surface 
Electromyogram Sensors

국내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김동주

김영탁
180620
-
180622

2018년도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 한국통신학회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 대한 덴시토메트리 분석의 예후 예측력 평가

이승보
180620
-
180622

심층 신뢰 신경망을 이용한 동맥 혈압 신호 아티팩트 제거 방법

민병경
안민희, 
김지완

180620
-
180622

Selection of Optimized EEG Electrodes for BMIs using Unsupervised 
Learning

한재호
Lua 
Ngo

180620
-
180622

슈퍼픽셀을 이용한 그래프 기반 영상 자동 분할 연구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이성환

김용정
180514
-
1805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2018

CENPARMI

Sequential Backward Spatio-Spectral Filter Optimization for 
Motor Imagery Classification in Ear-EEG Brain-Computer 
Interface

캐나다

정지훈
Classification of Sleep Consciousness based on Filter Bank 
Common Spatial Pattern

캐나다

원동옥 
180713
-
180718

IJCAI-ECAI-18 IJCAI, EuraI, SAIS
Curly: An AI-based Curling Robot Successfully Competing in 
the Olympic Discipline of Curling

스웨덴

이종환 김동율
180617
-
180621

2018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Annual meeting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Classification of Collaboration and Competition with Different 
Reasoning Orders using fMRI Data

싱가포르

(2) 대학원생 학술활동 실적

구두발표 총 8편     국제 4편, 국내 4편

포스터발표 총 24편    국제 15편, 국내 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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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대학원생_포스터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곽지현 곽정헌
180830
-
180831

The 21st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The Korean Soci-
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Parvalbumin and Somatostatin Interneurons Selec-
tively Modulate the Propagation of Asynchronous Firing 
Rates in Cortical Feedforward Network Models

한국

김상희

김신아 180617
-
180621

2018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Annual meeting

OHBM

Neural Mechanisms Underlying Emotional Incongruence 
and Emotion Regulation

싱가포르

윤흥식
Effects of Approach and Avoidance Motor Response 
Training

석흥일 고원준
180521
-
180525

The 7th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Meeting

BCI Society
Towards Reducing Calibration in BCI: Artificial EEGs 
Generation by Deep Learning

미국

이성환

정홍규
180514
-
1805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2018

CENPARMI
Sequential Transformation with Geometric Constraints for 
Matching Oblique Aerial Images

캐나다

곽노상 180521
-
180525

The 7th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Meeting

BCI Society

Enhancing the BCI Performances for Steady-State 
Visual Evoked Potentials around Ear

미국

김홍경
A Novel BCI Speller Combining Dot-based Visual Stimuli 
and User Voluntary Sound-Imagery Task

이종환

김현철

180617
-
180621

2018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Annual meeting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Mediation Analysis of Triple Networks May Interpret 
Mindfulness in Real-time fMRI Neurofeedback

싱가포르

이주현
Deep Neural Network based Subject Identification of 
Dynamic Functional Connectivity in Resting-state

조성만
Nicotine Craving: An fMRI Study via MR-compatible 
E-cigarette Equipment and Machine Learning

Niv 
Lustig

Classification of Mindfulness and Mind-wandering States 
using  Functional Connectivity Patterns

C. 
Wallraven

유형석
180429
-
180503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in Vision and 
Ophthalmology 2018

ARVO
Learning How to Recognize Objects with a Simulated 
Scotoma: An Eye-tracking Analysis

미국

Furat 
AlAh-
mad

180613
-
180616

Eurohaptics 2018
Eurohaptics 
Society

Comparing Hedonic Processing in Vision and Touch 
with Different Shapes and Materials

이탈리아

강혁묵
180614
-
180617

19th Annual International Multisensory 
Research Forum

IMRF
When in Conflict, Choose Touch! A Visuo-haptic, Virtual 
Reality Investigation of Conflicting Shape Information in 
Object Processing

캐나다

주의종
180617
-
180621

2018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Annual meeting

OHBM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Predicts 
Performance and Subjective Game Experience

싱가포르

포스터발표 국제
왼쪽부터 고원준, 곽정헌 학생 발표

대학원생_ 포스터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김상희

김아름

180614
-
180615

4차 산업혁명과 감성과학 감성과학회

Sex Differences in Moral Judgment on Social Issues and 
Media Genre Effects

김혜진
Facial Expressions and Emotional Scenes Difference 
Verification of Event-Related Potential (ERP) Responses

정유석
The Difference of Interference Effect of Emotional Stroop Tasks 
Depending on the Reaction

황예지
The Effect of Cognitive Bias Modification for Interpretation 
(CBM-I) on Heart-rate Variability Under Social Stress

민병경

김지완

180602 한국인지과학 연차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A Top-down SSVEP BMI Embedded in a Microsoft Hololens

안민희
The Minimal-electrode Selection Study for EEG-BMIs using a 
Discriminability

이성환

곽인엽
180726
-
180727

AI Korea 2018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Pedestrian Path Prediction in Urban Driving Scenarios using 
Deep Mixture Density Network

이민호
Subject to Subject Transfer Learning for Zero-Training 
Brain-Computer Interfaces

한재호 정연우
180827
-
180829

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18 한국광학회
Wide Bandwidth Phase Shifting Quantitative Phase Microscopy 
with Novel Spatial Frequency Sampling Scheme

포스터발표 국내
왼쪽부터 황예지, 정유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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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3) 특허 등록 (출원) 

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출원) 번호

김동주 척추관 협착증 진단 방법 및 장치 10-2018-0026899 (출원)

김상희 충동적 행동 조절을 위한 통합 훈련 장치 및 방법 10-1868560 (등록)

민병경

Prefrontal-based Cognitive Brain-Machine Interfacing Apparatus and Method Thereof 15/946,882 (미국 출원)

전전두엽 기반 인지적 뇌-기계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2018-0032121 (출원)

개인별 고유 인지 주파수 동조 장치 및 방법, 상기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록 매체 10-2018-0023103 (출원)

BMI용 EEG 최소 전극 선택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저장 매체 10-2018-0082075 (출원)

이성환

뇌 연결성을 이용한 의식 수준 기반의 수면 단계 측정 방법 및 장치 10-2018-0049648 (출원)

뇌 신호를 추정하여 사용자 의도를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구현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10-2018-0057871 (출원)

조종사 상태의 통합 감시 제어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조종사의 임무 수행 능력 유도 방법 10-2018-0066212 (출원)

조종사의 각성 상태를 정량화하는 장치 및 방법 10-2018-0064916 (출원)

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마취 및 의식 심도 모니터링 방법 및 장치 10-2018-0076459 (출원)

뇌파 측정을 위한 투과막 기반 반건식 전극 10-2018-0085038 (출원)

행동 패턴 인식 장치, 행동 패턴 인식 방법 및 행동 패턴 분류기 생성 방법 10-1872811 (등록)

사용자를 위한 항목을 추천하는 장치 및 방법 10-1864822 (등록)

움직임 의도인지를 위한 BCI 기술에서 피검체에 최적화된 주파수 영역을 결정하는 방법 및 그 장치 10-1879408 (등록)

이종환 디폴트-모드 네트워크를 이용한 과제관련 영역 추정 장치 및 방법, 상기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록 매체 10-2018-0078858 (출원)

C. Wallraven
다기능 신경망을 활용한 혈관탐지 및 망막부종진단 장치 및 그 방법 10-2018-0038731 (출원)

뇌파 분석을 이용한 가상현실 멀미 완화 방법,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가상현실 디스플레이 장치 및 기록매체 10-2018-0008305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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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C BRIC 연구실에 와서 MRI 연구 그룹과의 공동연구로 알츠하이머 환

자를 진단하고 진단 이유를 설명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뇌 영상

을 다루는 데에 있어 필요한 기초지식과 다양한 전처리과정을 배웠으며 다양

한 방식으로 취득한 뇌 영상이 어떻게 상이하며, 같은 방법을 통해 취득한 영

상일지라도 기기의 한계에 의한 차이점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에 처

리하던 방법들, 그리고 머신러닝과 결합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지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취득한 영상을 같은 머신러

닝 방법을 통해 진단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BRIC 랩에서 취득한 이미지와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을 참

고하며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은 다양한 환경에서 취득한 알츠하이머 환자와 일반인의 뇌 영상을 의학적으로 부합한 방법

으로 진단, 설명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참여코너

BCE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Alan Yuille 교수님 연구실로 해외 연수를 와서 최

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연수를 하고 있는 연구실은 세계최

고의 학술대회와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매년 개제하는 만큼, 수준 높은 연

구를 진행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배울 점이 많았다. 특히, 연수를 통해 인공지

능 분야 해외석학인 Alan Yuille 교수님의 지도 하에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적

은 상황에서도 영상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Few-Shot 학습 기술을 집중적

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매주 랩 미팅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딥러닝과 관

련된 최신 기술이 어떻게 실생활 문제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배우고 있다. 남은 연수 기간 동안, 최고 성능의 Few-Shot 학습 기술을 개발하

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에 대해 심층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CPRAI 2018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에 참석하였다. 패터인식 및 인공

지능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연구들이 발표 되었고,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연구들을 통해 기계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을 더욱 넓

힐 수 있었다. 비록 뇌-기계 인터페이스 분야와 관련된 주제들은 많지 않았지

만, 기계학습적 방법이 다른 분야에 적용된 연구들을 보면서 폭넓은 시각에서 

그 동안의 연구를 돌아보고 고찰해볼 수 있었기에, 앞으로의 연구 활동에 있어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학회에 참석하여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essay
  ● 해외 연수 후기

  ● 국제 학술대회 후기

이름 : 정홍규 박사과정 

연수기간 : 180624 - 180914

장소 : Johns Hopkins University (미국)

- 김용정 석박사통합과정

- 연수기간: 180514-17 

- 장소: ICPRAI 2018 (캐나다)

이름 : 박주연 석사과정

연수기간 : 180702-180829

장소 :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미국)

올해 처음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하는 ICPRAI 2018 - International Con-

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에 참석하였다. 최

근 인공지능 기술의 흥미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ICPRAI 학회가 개최되었

고, 세계 유수 대학에서의 다양한 패턴인식, 기계학습 기법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음성인식, 이미지 처리, 뇌 신호, 자연어처리 등)에서의 문

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 및 기술이 소개 되었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토

론도 진행되었다. 저는 해당 학회에 참석하여 "기계학습 방법을 통한 인간의 

다양한 수면 단계에 대한 분류" 연구를 구두로 발표하였고, 학회 참석자들로

부터 제안한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도 듣고 깊이 있는 토의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포스터/구두 발표에서 소개된 방법들이 앞으로의 연구 방향 

설정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 정지훈 석박사통합과정

- 연수기간: 180514-17 

- 장소: ICPRAI 2018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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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lomar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된 The 7th International Brain-Com-

puter Interface Meeting에서 포스터 발표를 했다. 발표한 포스터는 다양한 

기계학습 기술들 중 하나인 생성 모델, 그 중에서도 적대적 생성 신경망 모

델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뇌신호를 생성한 연구를 다루었다. 포스터 발표

를 할 때에는 각국의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날카로운 질

문에 대답하면서,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연구, 혹은 해석과 관련된 방향을 

되새겨볼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발표자들의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를 듣고 의논하며 연구와 관련된 방향은 물론 다른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국 아실로마에서 개최된 The 7th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Meeting에 참석하여, 진행중인 연구인 귀 착용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

술에 대해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다. BCI Meeting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석학들이 대다수 참석하는 학회이다.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면서 세계적 석학들과 다양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다른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보면서 최신 뇌-컴퓨터 인터

페이스 연구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다양한 뇌 신호 측정 기기를 소개하기 위해 참가한 기업들의 최신 제품들을 접할 

수 있었다. 국제 학회에서 배워온 지식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추후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IJCAI-ECAI 2018(International Joint Confer-

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23rd European Conference on Artifi-

cial Intelligence) 에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IJCAI 학회는 AI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로 최신 AI 기술 및 연구들이 소개 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학회이다. 본 발표는 인공지능 컬링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 논문으로, AI와 로봇의 융합을 기반으로 AI 기술이 실제 환경에 적용되어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이슈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연구자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셨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 또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AI 관련 기업들이 학회에 참석하여 좀더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AI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고원준 석사과정

- 연수기간: 180521-25 

- 장소: The 7th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Meeting (미국)

- 곽노상 석박사통합과정

- 연수기간: 180521-25

- 장소: The 7th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Meeting (미국)

- 원동옥 석박사통합과정

- 연수기간: 180713-18

- 장소: BCI Meeting 2018 (미국)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CPRAI 2018에 참석하여 포스터 발표 및 최신 

기계학습 연구 동향에 대해 공부하고 왔다. 이번 ICPRAI 학술대회에서는 IT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계학습 기술을 적용하는 논

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러한 논문 발표를 들으며, 현재 공부하고 있는 기계

학습 기술이 얼마나 세상에 이롭게 적용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특히, 

앞으로 나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해야 본 학술대회에 발표된 기

술처럼 다양한 분야에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학술대회에 참석한 다양한 기업의 연구진들과 활발히 토

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실제 기업의 수요에 따라 앞으로 기계학습 관련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었다. 

여러모로 현재 집중하고 있는 시선에서 벗어나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는 학회였다.

BCI Society에서 주최한 The 7th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Meeting에 참석하여 포스터 발표를 했다. BCI Meeting 학술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학술대회로 BCI를 하는 유수한 커뮤니티에서 참여하는 학회이

다. 포스터 발표를 하며 많은 참석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연구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을 통해 나의 연구에서 보충해야 할 점과 부각해야 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워크숍 세션을 보며 나의 연

구방향과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 문제해결 방식, 연구적 윤리 등의 다양한 고

민을 해보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뇌신호처리 연구실(지도교수: 이종환)의 김동율 학생이 투고한 Classifica-

tion of collaboration and competition with different reasoning orders using 

fMRI data  초록이 싱가포르 선텍시티에서 개최된 2018 Organization for Hu-

man Brain Mapping (OHBM) Annual Meeting (OHBM2018) 학회에서 Travel 

Stipend Award를 수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을 이용하여 추론순서(reasoning order)

를 고려한 의사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ss)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활성화되는 뇌영역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 중 다중복셀패

턴분석(multivoxel pattern analysis)을 적용하여 단순 활성화 정도의 차이 대신 활성화 패턴의 차이에 기반하여 조건간 활성화되는 영역을 규

명하고 행동데이터와 연관성 기반으로 결과의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의사결정 인지과제에 대한 적용한 분석기법과 발견한 결과들은 

향후 사람들의 인지과제 훈련 및 정서장애 환자들의 치료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홍규 박사과정

- 연수기간: 180514-17 

- 장소: ICPRAI 2018 (캐나다)

- 김홍경 석사과정

- 연수기간: 180521-25

- 장소: The 7th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Meeting (미국)

- 김동율 박사과정

- 연수기간: 180617-21

- 장소:  2018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Annual Meeting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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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코너

  ● 국내 학술대회 후기

4차 산업혁명 선도 ICT 미래인재 포럼2018에서 안민희 학생(지도교수: 민병

경)이 창의인재 평가부문 최우수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

했다. 뇌 기능 상태를 분석하는 교차 주파수 동조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휴

식 상태에 있는 이명 환자 전두엽 뇌파의 저주파 위상과 고주파 진폭의 비정

상적 상관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 참여하여, 청각 분야 저널 25개 중 인용지

수 1 위이며, 이비인후과 분야 저널 43개 중 인용지수 1 위인 SCI 등재 저널

에 해당하는 Hearing Research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한국 정보과학회 인공지능 소사이어티에서 주관하고 AI KOREA라는 주제로 

열린 학회에 참석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를 대표하는 여러 연구자께서 

발표를 해주셨으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 쉽게 설명

해 주셨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여러 연사분들이 오셔서 실제 

산업에 현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

다.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 패턴인식, 기계 학습에 대한 강의를 청중이 최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며, 인공지능 초심자와 전문가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션이 구성

됨으로써 다양한 강의를 들을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각각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신 연구 동향을 접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각각의 연구자와 산업체에 종사하는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어떠한 미래를 그리면서 기술을 개발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

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The 21st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KSBNS)에 참석하여 뇌신경과학 분

야의 최신 연구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각 분

야의 유명한 초청연사들의 스피치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 분야

에 대한 연구 진행 현황을 들을 수 있었으며, 또한 현재 연구 주제를 포스터

로 발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제 연구를 알리고, 향후 연구 

진행에 있어 도움이 되는 소중한 피드백들을 받을 수 있었다. 뇌신경과학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번 KSBNS를 통해서 폭넓은 연구 분야

에 대한 트렌드는 물론, 다른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자리였다.

서울 COEX에서 열린 AI KOREA 2018에 참석하여 최신 국내 인공지능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CRL, ICML과 같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컨퍼

런스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최

근 Deep Learning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인 Learning 

Capacity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 방

법론이 제시 되었는데, 첫째로는 Expendable Deep Network로 능동적으로 

네트워크를 복제하여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었고, 둘째로는 

학습 방식의 변화나 초기 기법의 차이를 주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과거

의 국내 학술대회와는 다르게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어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방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안민희 박사과정 

- 연수 기간: 180523-26

- 장소: ICT 미래인재 포럼2018 (한국)

- 이민호 석박사통합과정

- 연수기간: 180726-27

- 장소: AI KOREA 2018 (한국)

- 곽정헌 석사과정

- 연수기간: 180830-31

- 장소:  The 21st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한국)

곽인엽 박사과정

- 연수기간: 180726-27

- 장소: AI KOREA 2018 (한국)

참여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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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2019)

- 주최 :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사단법인 한국뇌공학회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 후원 :  IEEE Systems, Man, and Cybernetics Society TC on Brain-Machine Interface Systems,  

IEEE Brain Initiative 외

- 일시 : 2019년 2월 18일(월) - 20일(수)

- 장소 :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 홈페이지 : https://bci.korea.ac.kr

2019년 한국 뇌 캠프

- 주최 : 한국뇌교육학회

- 주관 :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한국뇌교육연구소

- 후원 :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KAIST 뇌과학연구센터, POSTECH 뇌연구센터

-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 25일(금) (예정)

- 참가 대상:  2018년 12월 기준 국내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뇌에 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인터넷 접수 : 2018년 12월 1일(토)부터 선착순 마감

- 홈페이지 : https://www.kbso.org/

BCE Information
일정

2018년 2학기 고려대학교 뇌와 인공지능 콜로퀴엄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5-6시 

- 장소: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601호 

- 주최: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뇌-인공지능인터페이스 연구센터, 뇌공학연구소

- 후원: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뇌인지과학융합전공, 인공지능 대학ICT연구센터

*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무료 강좌임

2019학년도 전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 과정 신입생 모집

- 입시설명회 : 2018년 9월 20일(목) 

- 지원서 입력 : 2018년 10월 1일(월) - 8일(월) 

- 서류 접수 : 2018년 10월 1일(월) - 11일(목) 

- 구술 시험 : 2018년 11월 10일(토) 

- 합격자 발표 : 2018년 12월 7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