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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어느덧 봄맞이로 분주한 3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봄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길 기대해 봅니다.

생명이 태동하는 봄처럼 본 사업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지난 해에도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였

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한 제7회 뇌-컴퓨터 인

터페이스 국제학술대회(BCI2019) 에서도 다양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과 함께 관련 연구성

과를 교류하고 토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모든 구성원들의 새롭고 멋진 시작을 기대하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

는 졸업생들도, 이제 막 새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2019년 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정지채

BK21Plus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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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2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첫 개최
02월   뇌공학과 1호 박사 배출
09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2명 초빙 (D. She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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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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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2월   2019년 인공지능 동계 단기강좌 개최
02월   The 7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개최 

2020년 이후

뇌공학 분야 글로벌 Top 10 목표 달성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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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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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ille)

2009
04월   2009년 2학기 뇌공학과 석·박사과정 신입생 첫 선발
08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5명 임용 (H. Buelthoff, S. Edelman, S. Jackson, A. Jain, C. K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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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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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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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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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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국·내외 연수

연번 이름 방문일자 방문기관 (학술대회명) 학위과정

1 강은송 180916-20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Assisted Intervention
석박사통합과정

2 곽정헌 180830-31 The 21st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석사과정

3 김신아 180830-31 제 21회 뇌신경과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 박사과정

4 김신아 181103-07 2018 Society for Neuroscience Annual Meeting 박사과정

5 김지완 190218-20 7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석사과정

6 김혜진 181130-1201 제 5회 뇌파신경학회 연례학술대회 석박사통합과정

7 동성희 181016-2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roRehabilitation 석박사통합과정

8 박수진 190218-20 7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석사과정

9 박진우 190218-20 7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석박사통합과정

10 서승표 190218-20 7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석사과정

11 송채빈 190218-20 7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석사과정

12 왕인내 180916-20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Assisted Intervention
석박통합과정

13 유백운 190221-23 2019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석사과정

14 윤용덕 190221-23 2020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석사과정

15 정연우 180916-20 OSA Frontiers in Optics / Laser Science Conference 석박통합과정

16 정유석 180830-31 제 21회 뇌신경과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 석박통합과정

17 정지훈 181007-10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석박통합과정

18 정효원 181103-07 Neuroscience 2018 석사과정

19 조정현 181007-10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석사과정

20 최준식 180916-20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

Assisted Intervention
석박통합과정

21 한동균 190218-20 7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석박통합과정

22 한수연 190218-20 7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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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및 

행정

교무 및 

행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BRI502 인지뇌과학입문(영강) 김상희 3.0(3.0)

BRI503 뇌-컴퓨터인터페이스입문(영강) 석흥일 3.0(3.0)

BRI509 뇌신호처리입문 홍민석 3.0(3.0)

BRI510 뇌공학을위한확률통계학 윤인식 3.0(3.0)

BRI511 신경과학(영강) 곽지현 3.0(3.0)

BRI512 두뇌의이해(영강) 김동주 3.0(3.0)

BRI515 응용수학의기초(영강) C. Wallraven 3.0(3.0)

BRI516 신경망입문(영강) 이종환 3.0(3.0)

BRI518 응용수학의기초II 박정훈 3.0(3.0)

BRI610 계산신경과학(영강) 곽지현 3.0(3.0)

BRI619 신경심리학(영강) 김상희 3.0(3.0)

BRI645 의료지능기계학습(영강) 김동주 3.0(3.0)

BRI716 뇌공학세미나II(영강) 이성환 1.0(1.0)

BRI727 현장연구실습1(영강) 이성환, D. Shen 3.0(3.0)

● 2019년 1학기 개설과목

학위 이름 논문제목

박사 이훈재 Model-Based Molecular Magnetic Resonance Imaging for Robust Spectral Analysis

박사 김근태
A Subject-Transfer Approach based 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Myoelectric Control of Prosthetic 
Hands

박사 김현철
Signal Processing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o Electroencephalogram and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Data

박사 이민호
Subject-Independent Brain-Computer Interface based on Large EEG Dataset and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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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송채빈 Sleep Inducing Effect of Binaural Beat with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Trigger

석사 이은호 Interpretable Deep-Learning Method for Early AD/MCI Diagnosis with Magnetic Resonance Imaging

석사 정효원
The Effect of Optogenetic Activation of Distinct Interneuron Subtypes on Hippocampal Oscillation Impairment 
in Alzheimer's Disease

● 2018년 2학기 학위취득자 목록

●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원현황

431,500,280총계

293,802,280(41명)

82,764,000(12명)

5,000,000(04명)

49,934,000(30명)

일반장학금

조교장학금

BK21+장학금

기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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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 입학설명회 : 2019년 3월 28일(목) 

  - 지원서 입력 : 2019년 4월 1일(월) - 8일(월) 

  - 서류 접수 : 2019년 4월 1일(월) - 10일(수) 

  - 구술 시험 : 2019년 5월 11일(토) 

  - 합격자 발표 : 2019년 6월 14일(금)

●   2019학년도 후기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모집 (예정)

학과 연구 하이라이트 연구 하이라이트 과제수주/산학협력

수상실적

●  2019년 전기 뇌공학과 대학원 입학설명회 개최

석흥일 교수의 새 연구, "Modeling Regional Dynamics in Low-Fre-

quency Fluctuation and Its Application to Autism Spectrum Disorder 

Diagnosis"가 Neuoimaging 분야 IF 상위 10% (14개 중 1위) 저널인 Neu-

roImage에 게재 허가되었습니다. 

Christian Wallraven 교수의 새 연구, "Manipulating and Decoding 

Subjective Gaming Experience during Active Gameplay: A Multivariate, 

Whole-brain Analysis"가 Neuoimaging 분야 IF 상위 10% (14개 중 1위) 

저널인 NeuroImage에 게재 허가되었습니다. 

김동주 교수의 새 연구, “Novel Index for Predicting Mortality During 

the First 24 Hours after Traumatic Brain Injury”가 Surgery 분야 IF 상

위 10% (200개 중 14위) 저널인 Journal of Neurosurgery 에 게재 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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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Mechanical Movement Based on Spatial Frequency Multiplexin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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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에 게재 허가되었습니다. 

이성환 교수의 연구 과제,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AI Curl-

ing Robot System"가 2019년도 Microsoft Research Asia Collaborative 

Research에 최종 선정되었다.

2019년 전기 뇌공학과 신입생 입학설명회가 2018년 9월 19일(수) 오

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우정정보관 601호에서 개최되었다. 뇌공학에 관

심 있는 타과 학부생 등 대학원 뇌공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

은 관심을 보였다.

석흥일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Neuro-

Image에 게재 허가

Wallraven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NeuroImage에 게재 허가

김동주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Journal of Neurosurgery에 게재 허가

한재호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에 게재 허가

이성환 교수, Microsoft로부터 연구비 지원 최종 선정

학과소식

김신아 박사수료연구생, 제21회 한국뇌신경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

2018년 8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 21회 뇌신경과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에서 김상희 교수 연구팀의 김신

아 박사수료연구생이 포스터발표부문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하였다. 김

신아 학생은 'Understanding Others' Painful Emotions is Improved by an 

Implicit Empathy Training'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직접 개발한 암묵적 

공감 훈련을 수행한 집단에서 통제 집단에 비해 다른 이의 고통에 대한 공

감 관련 뇌 영역의 활성이 증가됨을 검증하였으며, 공감 훈련 집단에서 본

인의 정서적 고통은 오히려 감소됨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명시적 공감 훈

련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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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사티야 나델라 회장이 2018년 11월 7일 개최된 Microsoft AI 

Conference에서 패턴인식연구실 (이성환 교수) 의 BCI 연구를 소개하였

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AI 전문가를 비롯하여 1,500명이 모여, 향후 AI기

술의 미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컨퍼런스에

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Microsoft Research)와 국내 대학연구진이 

함께한 AI 사례도 발표되었는데, 고려대학교 이성환 교수 연구실에서 수행 

중인 뇌 신호를 기반으로 신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로봇 팔 컨트롤(Robot 

ArmControl)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2018년 10월 5일 개최한 뇌공학 BK21 초청 세미나에서 ‘A Short His-

tory of a (Fly)ing Scientist: From Motion Perception in Flies to Human 

Cognition and Flying Air-taxis’의 제목으로 ‘비행’을 주제로 한 연사의 지

난 연구들을 연도순으로, 초기 파리를 대상으로 인지과학적 접근 방법을 

수행했던 연구부터 후기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행 시뮬레이터 로봇을 이

용한 연구까지 비행과 관련한 연구의 발전 과정 전반을 소개하였다. 비행

과 관련하여 미래 기술은 어떤 것이 개발 될 것인지에 대해 연구 자문 및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2018년 11월 8일 개최한 뇌공학 BK21 초청 세미나에서 ‘What Do We 

Remember about Familiar Faces?’의 제목으로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의 연구그룹에서 진행하는 연구 동향을 소개하였

다. 사람이 친숙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인지하는데 어떤 정보를 인코딩하

는 가에 대한 강연으로, 친숙한 얼굴에 대해 기억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한 일련의 실험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얼굴 인지과정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실험 설계 방법에 대한 연구 자문 

및 인종간의 얼굴 정보 처리에 대한 연구 방법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Microsoft AI Conference에서 소개된 이성환 교수의 

BCI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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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 Short History of a (Fly)ing Scientist: From Motion Percep-

tion in Flies to Human Cognition and Flying Air-taxis

- 연사:  Heinrich Buelthoff 연구소장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 일시: 2018년 10월 5일(금) 오후 5시

- 장소: 우정정보관 601호

제목: What Do We Remember about Familiar Faces?

- 연사:  Isabelle Buelthoff 박사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 일시: 2018년 11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우정정보관 206호

학과소식

· 연사: 윤성로 교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 제목: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 11월 5일(월)

· 연사: Klaus-Robert Muller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 제목: Explainable Deep Learning

>> 10월 8일(월) 

· 연사: 신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 제목: Brain dysfunctions i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9월 17일(월)

· 연사: 오성회 교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 제목: Robot Learning: A Sparse Approach

>> 11월 19일(월) 

· 연사: 오인수 실장  

(㈜넷마블AI리서치센터 게임콘텐츠AI실)

· 제목: AI Technology for the Game Industry

>> 9월 3일(월) 

· 연사: 김준석 박사  

(성균관대학교 뇌과학이미징연구단)

· 제목: Identification of Brain Activity Patterns in 

Tactile Information Processes

>> 11월 12일(월) 

· 연사: 김동주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 제목: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 10월 1일(월) 

· 연사: 김연희 교수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 제목: NBS Strategies for Modulating Neural 

Plasticity after Stroke

>> 9월 10일(월)

>> 11월 26일(월)

· 연사: 최용석 교수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제목: AI Sportscaster using Deep Learning 

and Ontology

>> 10월 29일(월) 

· 연사: 김성은 교수  

(한밭대학교 전자제어공학과)

· 제목: EEG Makers of Brain Development dur-

ing General Anesthesia

뉴스브리핑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2018년 2학기 콜로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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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및 세미나

● 2019년 한국 뇌 캠프 개최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생물정보연구소 한국뇌공학회, 한국뇌교육연구소가주관한 2019년 

한국뇌캠프 행사가 2019년 1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양일간에 걸쳐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뇌와 관련 주제에 대한 연사 4

분의 특강을 들은 후, 각 분야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치렀다. 폐회식에서는 국제뇌올림피아드의 Julianne McCall 박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10

명의 동상 이내의 입상자들은 2019년 7월 중 개최하는 여름학교를 통하여 집중 교육을 수료한 후, 최종 국가 대표 1인이 2019년 9월 대구에서 개최

되는 국제뇌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  The 7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개최

2019년 2월 18일(월)~20일(수)까지 제7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국제학술대회가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국내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및 응용분야 관련 연구기관들의 관련 연구자들인 미국 Carnegie Mellon 대학의 Steve Chase 교수, 독일 University 

of Oldenburg의 Stefan Debener 교수, 미국 UCLA의 Pamela K. Douglas 교수, 덴마크 Aalborg University의 Natalie Mrachacz-Kersting 교수, 중

국 Tsinghua University의 Xiaorong Gao 교수, 독일 Ludwig-Maximilians-Universita‥t Mu‥nchen의 Moritz Grosse-Wentrup 교수, 독일 University of 

Wu‥rzburg의 Andrea Ku‥bler 교수, 미국 UCLA의 Pamela Douglas와 미국 Mayo Clinic의 Kai Miller 박사가 국내외 100여명의 연구진들과 함께 진행 중

인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활, 인지 및 뇌공학 등과 관련한 BCI 연구 분야의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졌으며 

다음 행사인 제8회 국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국제학술대회는 2020년 2월 26일(수)에서 28일(금)까지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CE N
e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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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2018. 09 - 2019. 02)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이성환
EEG Dataset and OpenBMI Toolbox for Three BCI Paradigms: An Investigation 
into BCI Illiteracy

GigaScience
Multidisciplinary Science 분야 저널 
64개 중 IF 7위

이성환, D. Shen

Enhancing the Representation of Functional Connectivity Networks by Fusing 
Multi-view Information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Diagnosis

Human Brain Mapping
Neuroimaging 분야 저널 14개 중 
IF 2위

Inter-Network High-Order Functional Connectivity (IN-HOFC) and its Alteration 
in Patien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Neuroinformatics
Computer Science, Interdisciplin-
ary Applications 분야 저널 105개 중 
IF 13위

정지채

Onset Classification in Hemodynamic Signals Measured During Three Working 
Memory Tasks Using Wireless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

Optics 분야 94개 저널 중 18위

Improvement in Recovery of Hemodynamic Responses by Extended Kalman 
Filter with Non-Linear State-Space Model and Short Separation Measurement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분야 78개 
저널 중 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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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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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위

IF 상위  20%

020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1) 교수 논문게재 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총 16편 JCR IF 10% 9편, IF 20% 7편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김동주
Novel Index for Predicting Mortality During the First 24 Hours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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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흥일
Modeling Regional Dynamics in Low-Frequency Fluctuation and Its Application 
to Autism Spectrum Disorder Diagnosis

NeuroImage
Neuroimaging 분야 저널 14개 중 
IF 1위

이성환

Oblique Aerial Image Matching based on Iterative Simulation and Homography 
Evaluation

Pattern Recognition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496개 
중 IF 45위 

Prediction of Partially Observed Human Activity based on Pre-trained Deep 
Representation

Pattern Recognition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496개 
중 IF 45위 

이성환, D. Shen

Strength and Similarity Guided Group-level Brain Functional Network Construc-
tion for MCI Diagnosis

Pattern Recognition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496개 
중 IF 45위 

Weighted Graph Regularized Sparse Brain Network Construction for MCI Iden-
tification

Pattern Recognition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496개 
중 IF 45위 

Automatic Brain Labeling via Multi-atlas Guided Fully Convolutional Networks Medical Image Analysis
Computer Science, Interdisciplin-
ary Applications 분야 저널 105개 
중 IF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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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Instruments & Instrumentation 분야 
61개 저널 중 1위

C. Wallraven
Manipulating and Decoding Subjective Gaming Experience during Active 
Gameplay: A Multivariate, Whole-brain Analysis

NeuroImage
Neuroimaging 분야 저널 14개 중 
IF 1위

IF 상위  10% 교수_초청강연, 기조연설, 학회참여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지 구분

석흥일

181016 금오공과대학교 세미나 금오공과대학교
Primer on Deep Learning and Its Application 
for BCIs

한국 국내

181031 POSTECH 컴퓨터공학과 콜로퀴움 POSTECH 컴퓨터공학과 Predictive Modeling to Neuroimaging Data 한국 국내

181102 2018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뇌기능매핑학회
Generative Adversarial Learning in Neuro-
imaging

한국 국내

181108
-
181111

30th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Medical 
Innovation and Technology - International 
Biomedical Engineering Conference 2018 
(SMIT2018-IBEC2018 Joint Conference)

Society for Medical Innovation and 
Technology

Deep Models for Brain Image Analysis 한국 국제

181220
2018년 인공지능의료기술개발 특성화사업
단 심포지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Predictive Model for Neuroimaging-based 
Brain Disease Diagnosis

한국 국내

181221 Future AI 심포지움 한국지능시스템학회 Human Brain Hacking with Machine Learning 한국 국내

190101-
International Journal of Imaging Systems 
and Technology (IJIST)

Editorial Board

이성환

180918 현대자동차그룹 학술대회 현대자동차그룹
Neuro-Driving: 뇌공학 기반의 운전자 안전 
기술

한국 국내

181010 고려대학교 기술경영 최고경영자과정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전망 한국 국내

181107
Computing in the 21st Century Conference 
& Asia Faculty Summit on MSRA's 20th 
Anniversary

Microsoft
The Future of Machine Learning : In the Per-
spective of Brain-inspired Machine Learning

중국 국내

181122. 신산업,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미래 일자리 변화 한국 국내

190125 2019년 한국 뇌 캠프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서울대
학교 생물정보연구소, 한국뇌공학회, 
한국뇌교육연구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최신 연구 동향 한국 국내

초청강연, 기조연설, 학회참여 12회

포스터발표 2회

교수_포스터발표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지

한재호

180930
-
181004

IEEE Photonics Conference IEEE
Filtering, Unwrapping, and Denoising Strategy for Quality 
Enhancement of the Noisy Wrapped Phase of the Neuronal Cells

미국

180916
-
180920

OSA Frontiers in Optics / Laser Science 
Conference

OSA
Single-shot Multiple-color Holography of Single Neuron using 
Spatial Frequency Multiplexing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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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2018. 09 - 2019. 02) 

022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이성환

정지훈
181007
-
181010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Decoding of Multi-Directional Reaching Movements for 
EEG-based Robot Arm Control

일본

조정현
181007
-
181010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Classification of Hand Motions within EEG Signals for 
Non-Invasive BCI-based Robot Hand Control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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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뇌신경과학회
Parvalbumin and Somatostatin Interneurons Selectively Modulate 
the Propagation of Asynchronous Firing Rates in 
Cortical Feedforward Network Models

한국

정효원
181103
-
181107

Neuroscience 2018
Society for 
Neuroscience

Optogenetic Activation of Hippocampal SST-positive 
Interneurons Recovers Impaired Theta Oscillation in Alzheimers 
Disease Model in Vivo

미국

김동주 왕인내
180916
-
180920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Assist-
ed Intervention

MICCAI Society
Intracranial Ischemic Lesion Segmentation via 3D 
Deconvolutional Network based on the U-net Architecture

스페인

김상희

김신아
180830
-
180831

제 21회 뇌신경과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Understanding Others Painful Emotions is Improved by an 
Implicit Empathy Training

한국

정유석
180830
-
180831

제 21회 뇌신경과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Dissociable Neural Mechanisms of Explicit and Implicit Emotion 
Regulation: an fMRI Study

한국

김신아
181103
-
181107

2018 Society for Neuroscience Annual 
Meeting

Society for 
Neuroscience

Reduced Empathy Associated with Medical Experience is 
Perspective-Dependent

미국

(2) 대학원생 학술활동 실적

구두발표 총 2편     국제 2편

포스터발표 총 20편    국제 17편, 국내 3편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민병경 김지완
190218
-
190220

7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The Korean Brain 
Education Society

An Online Top-down SSVEP-BMI for Augmented Reality 한국

석흥일

강은송
180916
-
180920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Assisted Intervention

MICCAI Society
Probabilistic Source Separation on resting-state fMRI and Its Use 
for Early MCI Identification

스페인

최준식
180916
-
180920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Assisted Intervention

MICCAI Society
Regional Abnormality Representation Learning in Structural MRI 
for AD/MCI Diagnosis

스페인

이성환

송채빈
190218
-
190220

7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The Korean Brain 
Education Society

The Effect of a Binaural Beat Combined with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Triggers on Brainwave Entrainment 

한국

한수연
190218
-
190220

7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The Korean Brain 
Education Society

Recognition of Pilot's Cognitive States based on Combination of 
Physiological Signals

한국

서승표
190218
-
190220

7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The Korean Brain 
Education Society

Changes in Fatigue and EEG Amplitude during a Longtime Use 
of Brain-Computer Interface

한국

한동균
190218
-
190220

7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The Korean Brain 
Education Society

The Effect of Neurofeedback Training in Virtual and 
Real Environments based on BCI

한국

정지채

동성희
181016
-
18102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roRehabilitation

The BioRobot-
ics Institute of 
Sant'Anna School 
of Advanced 
Studies, Neural 
Rehabilitation 
Group, Instituto 
Cajal

Intra-subject Invariant Classification Modeling for Spectral 
Features in EEG Signals Using Decision Fusion Method

이탈리아

박수진
190218
-
190220

7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The Korean Brain 
Education Society

Protection of EEG Data using Blockchain Platform 한국

박진우
190218
-
190220

7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The Korean Brain 
Education Society

Quantification of Motion Artifacts in fNIRS Data by Monitoring 
Sensor Attachment

한국

한재호 정연우
181016
-
181020

OSA Frontiers in Optics / Laser Science 
Conference (FIO/LS)

OSA
Single-shot Multiple-color Holography of Single Neuron using 
Spatial Frequency Multiplexing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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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Neuroscience 2018에 함께 참석한 
정효원(왼쪽) 학생과 곽지현 지도교수

대학원생_ 포스터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김상희 김혜진 181201 제 5회 뇌파신경학회 연례학술대회 대한뇌파신경생리학회
스마트기기사진-정서단어의 암묵적 연합학습이 스마트기기관련 
뉴스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성환

유백운 190221 2019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생체 신호 기반의 다변량 선형 회귀 모델을 활용한 조종사 졸
음 예측

윤용덕 190221 2020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반의 로봇 손 제어를 위한 상지 회전 동
작 상상 디코딩

BCI2019의 Spotlight Presentation 에서 
본인의 연구 내용을 발표 중인 한수연 학생

(3) 특허 등록 (출원) 

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출원) 번호

김동주

Method and Appratus for Diagnosing Lumbar Spinal Stenosis 16/191,985 (미국출원)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cting Artifact of Blood Pressure Signal, and Computer Readable Recording 
Medium Storing the Method

16/122,219 (미국출원)

민병경

문맥 인식형 뇌-기계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1939369 (등록)

개인별 고유 인지 주파수 동조 기반 인지 기능 증진 장치 및 방법, 상기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록 매체 10-1949079 (등록)

개인별 고유 인지 주파수 동조 장치 및 방법, 상기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록 매체 10-1949079 (등록)

석흥일

딥러닝 기반 뇌 질환 진단 방법 10-2018-0026015 (출원)

딥러닝 기반 고자기장 자기공명영상 합성 방법 및 장치 10-2018-0142873 (출원)

적대적 학습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방법 및 장치 10-2018-0137098 (출원)

딥러닝 기반 인공 뇌전도 신호 생성 및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방법 및 장치 10-2018-0136818 (출원)

설명 가능한 소수샷 영상 분류 방법 및 장치 10-2018-0142824 (출원)

이성환

인공 지능 기반의 환경 적응적 경기 전략 수행 방법 및 인공 지능 기반의 경기 분석 시스템 10-2018-0143319 (출원)

소리 상상 기반의 직관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와 그 방법 10-2018-0135585 (출원)

뇌 신호 기반의 오른발 왼발 분류 방법 및 제어 장치 10-2018-0135194 (출원)

사용자 최적화 비침습 뇌-기계 인터페이스 시스템 및 방법 10-2018-0135159 (출원)

딥러닝 기반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공간-주파수 특징맵을 구성하는 장치 및 방법 10-2018-0143330 (출원)

의료 영상을 이용한 질병 진단 및 진단 보고서 생성을 위한 딥러닝 기반 통합 장치 및 방법 10-2018-0145570 (출원)

복수의 뇌신호에 대한 공통 패턴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 10-1914189 (등록)

사용환경에 적응적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및 그 장치의 동작 방법 10-1939363 (등록)

컬링 시뮬레이터 및 이를 이용한 스크린 컬링 경기의 진행 방법 10-1928080 (등록)

시각 자극 기반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및 그 정보 처리 방법 10-2018-0106446 (출원)

사용자 독립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10-2018-0106723 (출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기반의 통합 신호 처리 방법 10-2018-0106704 (출원)

청각 자극 기반 수면 유도 시스템 및 그 방법 10-2018-0112464 (출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반 뇌신호 분류 결과 제공 장치 및 방법 10-2018-0130213 (출원)

보행자 상태 기반의 보행자와 차량간 충돌 경고 시스템 및 그 방법 10-2018-0135033 (출원)

컬링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가상 컬링 경기수행 방법 10-2018-0151247 (출원)

로봇팔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싱 방법 및 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16/124,419 (미국출원)

뇌파 측정을 위한 투과막 기반 반건식 전극 16/155,945 (미국출원)

정지채 부착 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근적외선 분광기용 탐지기 10-2018-0146577 (출원)

한재호 Surgical Instrument and Systems with Integrated Optical Sensor 10045882 (미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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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CAI 학회는 다양한 의료 영상과 관련된 다양한 challenge, workshop이 함

께 진행되는 종합학술대회이다. 본인이 참여한 ISCHEMIC STROKE LESION 

SEGMENTATION은 뇌 영상의 허혈 병변을 정확히 분할(segmentation)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challenge로서, 본인은 deconvolutional neural network와 

U-net architecture를 접목한 허혈 병변 분할 모델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많

은 동료 연구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 학회를 통해 본

인은 다양한 의료영상의 최신기술 동향을 수집하였으며, 특히 각 challenge의 

상위 입선 팀들의 방법론들을 배울 수 있었다.

참여코너

BCE 

이탈리아 피사에 위치한 II Palazzo dei congress di Pisa 

에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roRehabilitation 

(ICNR2018) 에 참석하여 포스터 발표를 하고 여러 신경 재

활에 관한 데모와 학회 발표를 보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경험하였다. 최근 로봇틱과 NeuroImage 기술을 결합한 기

술은 신경 재활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직접 데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실제 여러 연구팀에서 개발한 장비 시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세밀한 신체 보조를 위해 장

비는 세밀하고 특히 피실험자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보

조 장비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본 학회 참석은 앞으

로 신경재활에 EEG를 사용하는 연구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하는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BCI 2019)에 참석하였다. 세계 유수 대학에

서 진행되고 있는 BCI 관련 다양한 연구 주제들로 세션이 구성되었다. 특히, 여

러 해외 석학들의 연구 발표를 통하여 내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뿐 아니라 BCI

와 관련된 인공지능 및 뇌공학 기술, 신경 생리학적 기전 기반의 접근, 실용적 

응용 방향 등에 관하여 공부할 수 있었다. 학회에서 "The Effect of a Binaural 

Beat Combined with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Triggers on 

Brainwave Entrainment" 라는 주제로 구두 발표를 하였고, 해외 유명 석학들과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주제에 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토론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

으며, 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 설정과 진행 중인 연구의 보완점을 생

각해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essay
  ● 국제 학술대회 후기

올해 한국 정선에서 개최하는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2019에 참석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Brain-

Computer Interface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유수 연구 그룹들의 최신연구 동

향을 집중도 있게 알 수 있었다. 전통적인 BCI 연구 방식에 대한 내용과 완전

히 새로운 접근법들도 학회 중에 접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생

각해볼 수 있었다. 나는 학회 중에 "Changes in Fatigue and EEG Amplitude 

during a Longtime Use of Brain-Computer Interface"이라는 주제로 구두 발

표를 하였고, 발표 후 해외 유명 석학들이 이 연구와 관련된 의견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도 해주었다. BCI 분야 전체에 대

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이 3일간의 일정은, 연구에 대한 열정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동성희 석박사통합과정

연수기간 : 181016-20

장소 : ICNR2018 (이탈리아)

송채빈 석사과정

연수기간 : 190218- 20

장소 : BCI2019 (한국)

서승표 석사과정

연수기간 : 190218- 20

장소 : BCI2019 (한국)

왕인내 석박사통합과정

연수기간 : 181016-20

장소 : MICCAI 2018,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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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본 미야자키에서 개최하는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

tems, Man, and Cybernetics 2018 (IEEE SMC 2018)에 참석하였다. 현재 진

행하고 있는 연구인 Brain-Machine Interface를 활용해 로봇을 생각만으로 

직접 제어하는 내용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의 진척상황을 직접 보고 느끼며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되었

다. 학회 중에 "Classification of Hand Motions within EEG Signals for Non-Invasive BCI-based Robot Hand Control"이라는 주제로 구두 발

표를 하였고, 발표와 관련해 흥미를 가진 해외 유명 석학들의 질문과 조언을 경청하며 현재의 BMI를 통한 로봇제어라는 주제의 연구를 발전

시킬 또 다른 관점에서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로 생각만으로 로봇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연구의 어려움을 이해하였으며 

동시에 최신 기계학습/딥러닝 방법론들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체험하였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 설정

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올해 한국 정선에서 개최하는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2019 (IEEE BCI 2019)에 참석하였다. 학회 이틀째 

날인 19일에 "Recognition of Pilot's Cognitive States based on Combination 

of Physiological Signals" 라는 주제로 구두 발표를 진행하였고, 학회장 밖에

는 많은 사람들이 위에 표기한 연구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포스터를 붙여 놓았다. Brain-Computer Interface (BCI) 분야를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실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뜻 깊은 기회였다. 나 또한 BCI 학문을 공부하는 여러 

국적의 석학들의 연구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서로의 발표에 질문을 하고 토론하는 모습에서 학문에 대한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다. 패

러다임 종류와 상관없이 EEG 신호 처리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생체 신호

를 사용해 조종사의 인지 상태를 분류하는 나의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개최하는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2018 (IEEE SMC 2018)에 참석하였다. 

최근 인공지능과 뇌공학 기술의 흥미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IEEE SMC 

2019 학회에서는 세계 유수 대학에서 연구하는 주제들로 세션들이 구성이 되었다. 특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분야인 Brain-Machine 

Interface (BMI)는 인간과 로봇과의 인터페이스 기술을 소개하는 주제로 워크샵 세션 진행되었다. "Decoding of Multi-Directional Reaching 

Movements for EEG-based Robot Arm Control" 라는 주제로 구두 발표를 하였고, 해외 유명 석학들과 저의 연구 주제에 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생각만으로 로봇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신 기계학습/딥러닝 방법론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연

구 방향 설정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18년 8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 21회 뇌

신경과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뇌신경과학회는 한국신경과학회

와 한국 신경생물학회가 통합된 학회로 학회 공식 학술지가 SCIE에 등재되는 등 뇌

신경과학 연구분야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학회

로, 뇌신경과학 분야의 세계 석학들의 초청 강연 및 다양한 학제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Understanding Others' Painful Emotions is Improved 

by an Implicit Empathy Training'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여 Best Presentation을 수상하였다.

올해 국내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하는 2019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에 참석하였

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인공 지능 분야에서 EEG 기반의 Brain-Computer Interface 

(BCI) 외에도 다양한 연구 분야를 접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Oral session에서 대학교 교수님들 뿐 만 아니라 대기업의 연구소 임원들까지 

발표를 해주시어 학술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인공 지능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더욱 좋은 기회였다. 학

회 중에 Pilots Drowsiness Prediction using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based on Physiological Signals 라는 주제로 Poster session을 

진행하였고, BCI 뿐만 아니라 인공 지능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다양한 석학들의 질문과 조언을 받아들이며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조종사의 졸음이라는 데이터의 희귀성 때문에 기존 연구를 찾기 어려웠지만 다른 분야에서 적용된 다양한 방

법론들을 적용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연구원들과 좋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 BK21Plus 사업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정지훈 석박사통합과정

연수기간 : 181007-10

장소 : IEEE SMC 2018 (일본)

조정현 석사과정

연수기간: 181007-10

장소: IEEE SMC 2018 (일본)

한수연 석사과정

연수기간 : 190218- 20

장소 : BCI2019 (한국)

  ● 국내 학술대회 후기

김신아 석박사통합과정

연수기간 : 180830-31

장소 : 제21회 한국뇌신경과학회 정기국제학술대회

유백운 석사과정

연수기간 : 190221-23

장소 : 2019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올해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한 2019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심포지

엄에서는 인공지능과 뇌신호 처리기술에 대한 최신의 연구동향에 대한 소개와 논

의가 이루어졌다. 제가 진행하는 연구 이외에도 뇌와 인공지능 전반에 대하여 세션

이 진행되어 현재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인 Brain-computer Interface의 경우에도 연속적인 

생체신호측정을 통한 제어를 주제로 연사들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Decoding of Imagined Forearm Rotation for Brain-Machine Interface 

Driven Robot Hand Control"을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와 관련하여 석학들로부터 질문과 조언을 받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

행하였다. 이를 통해 생각만으로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연구의 향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최신의 기계학습 방법론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대한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해준 BK21Plus 사업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윤용덕 석사과정

연수기간 : 190221-23

장소 : 2019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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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8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2020)

- 주최 :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뇌공학글로벌소프트웨어인재양성사업단, 뇌인공지능연구센터,  

Technische Universita‥t Berlin (Machine Learning Group)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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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Brain Initiative 외

- 일시 : 2020년 2월 26일(수) - 28일(금)

- 장소 :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 홈페이지 : https://bci.korea.ac.kr

2020년 한국 뇌 캠프

- 주최:  한국뇌교육학회

- 주관 :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생물정보연구소, 한국뇌교육연구소

- 후원 :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KAIST 뇌과학연구센터, POSTECH 뇌연구센터

- 일시 : 2020년 1월 30일(목) - 31일(금) (예정)

- 참가 대상 :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뇌에 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인터넷 접수 : 2019년 12월 1일(일)부터 선착순 마감

- 홈페이지 : https://braincamp.kr/

BCE Information
일정

2019년 1학기 고려대학교 뇌와 인공지능 콜로키엄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5-6시 

- 장소: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601호 

- 주최: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뇌공학글로벌SW인재양성사업단, 뇌인공지능연구센터, 뇌공학연구소

- 후원: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뇌인지과학융합전공, 인공지능 대학ICT연구센터

*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무료 강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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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설명회: 2019년 3월 28일(목) 

- 지원서 입력: 2019년 4월 1일(월) - 8일(월) 

- 서류 접수: 2019년 4월 1일(월) - 10일(수) 

- 구술 시험: 2019년 5월 11일(토) 

- 합격자 발표: 2019년 6월 14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