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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춥고 얼어붙은 땅에서 이제는 온기를 점차 느끼게 해 주는 2020년 봄이 찾아왔습니다.

2013년 9월부터 사업단이 설립된 이래, 지난 8년간의 BK21플러스 뇌공학글로벌SW인재양성사업단은 뇌공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사업단 모든 소속 구성원들의 땀방울이 더해져 이뤄낸 값진 결과라 생각됩니다. 

사업단 구성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최초 계획으로 수립하였던 뇌공학 분야의 Top 20이내 진입 및 최고의 연구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기

관과의 인적, 물적 학술교류 협력 및 엘리트 급의 석·박사급 뇌공학 관련 연구 전문가 배출에 지속적으로 매진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2020년 봄, 활기 넘치고 희망차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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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18 International Explainable AI Symposium 개최

2020
02월   The 8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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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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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월   뇌공학과 신설
09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첫 개최

12월   교육과학기술부 WCU 사업 선정

2008

뇌공학 분야 글로벌 Top 1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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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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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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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il K. Prabhakar  

Brain-Computer Interface,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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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해외
석학

Optical Bio-Signal 
Process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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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학과 연구실 소개Laboratory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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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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학기 대학원생 국내·외 연수현황

연번 이름 방문일자 방문기관 (학술대회명)

1 김현지 2019.09.13.-09.16 Hydrocephalus 2019

2 이민지 2019.09.16.-09.20 GBCIC 2019

3 이영은 2019.09.16.-09.20 GBCIC 2019

4 정지훈 2019.09.16.-09.20 GBCIC 2019

5 조정현 2019.09.16.-09.20 GBCIC 2019

6 김신아 2019.09.21.-09.25 IBRO 2019

7 김혜진 2019.09.21.-09.25 IBRO 2019

9 윤흥식 2019.09.21.-09.25 IBRO 2019

9 박결 2019.09.21.-09.25 IBRO 2019

10 이재동 2019.09.21.-09.25 IBRO 2019

11 정유석 2019.09.21.-09.25 IBRO 2019

12 김영탁 2019.10.06.-10.09 SMC 2019

13 이민지 2019.10.06.-10.09 SMC 2019

14 이서현 2019.10.06.-10.09 SMC 2019

15 심경환 2019.10.06.-10.09 SMC 2019

16 정원식 2019.10.13-10.17  MICCAI 2019

17 김신아 2019.10.19.-10.23 Neuroscience 2019

18 김혜진 2019.10.19.-10.23 Neuroscience 2019

19 박결 2019.10.19.-10.23 Neuroscience 2019

20 이재동 2019.10.19.-10.23 Neuroscience 2019

21 강신한 2019.10.27.-11.02 ICCV 2019

22 김건욱 2019.10.27.-11.02 ICCV 2019

23 김정준 2019.10.27.-11.02 ICCV 2019

24 김현우 2019.10.27.-11.02 ICCV 2019

25 정홍규 2019.10.27.-11.02 ICCV 2019

26 이대혁 2019.11.26.-11.29 ACPR 2019

27 이서현 2019.11.26.-11.29 ACPR 2019

28 이민지 2019.11.26.-11.29 ACPR 2019

29 정지훈 2019.11.26.-11.29 ACPR 2019

30 이상훈 2019.12.08.-12.12 NeurIPS 2019

31 정홍규 2019.12.08.-12.12 NeurIPS 2019

32 엄태산 2020.02.07.-02.12 AAAI-20

33 김현지 2020.02.26.-02.28 BCI 2019

34 박진우 2020.02.26.-02.28 BCI 2019

35 이서현 2020.02.26.-02.28 BCI 2019

36 이세호 2020.02.26.-02.28 BCI 2019

37 이영은 2020.02.26.-02.28 BCI 2019

38 조정현 2020.02.26.-02.28 BCI 2019

39 표연 2020.02.26.-02.28 BCI 2019

40 Jenifer Kalafatovich 2020.02.26.-02.28 BC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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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및 

행정

교무 및 

행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BRI502 인지뇌과학입문(영강) 김상희 3.0(3.0)

BRI511 신경과학(영강) 곽지현 3.0(3.0)

BRI512 두뇌의이해(영강) 김동주 3.0(3.0)

BRI516 신경망입문(영강) 이종환 3.0(3.0)

BRI517 뇌파분석입문(영강) 민병경 3.0(3.0)

BRI604 생체회로분석(영강) 한재호 3.0(3.0)

BRI631 신경윤리학(영강) 김동주 3.0(3.0)

BRI633 뇌파분석(영강) 민병경 3.0(3.0)

BRI711 뇌공학특론I(영강) 김상희 3.0(3.0)

BRI712 뇌공학특론II(영강)
이성환, C. Wallraven, 

S. K. Prabhakar
3.0(3.0)

BRI713 뇌공학특수연구2(영강) C. Wallraven 3.0(3.0)

● 2020-1학기 개설 교과목

학위 이름 논문제목

박사 Ngo Thi Lua Architecture Development and Model Formulation of Deep Learning: Applications in Retinal Image Analysis

석사 박성준 Bidirectional Attention Network for Aerial Image Retrieval

석사 서승표 Candidate Target Attention Paradigm for P300-based Spelling System

석사 심경환
Region-based Shared Robotic-arm Control with Intuitive Movement Imagination by using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석사 안성준 Comparative Analysis of Relative Camera Pose Estimation based on Deep Learning

석사 오승택 Attention-based Skin Disease Diagnosis on Imbalanced Data

석사 유백운
Classification of Drowsiness Levels based on a Deep Spatio-Temporal Convolutional Bidirectional LSTM Network 
using Electroencephalography Signals

석사 윤민섭 Coarse-to-Fine Deep Metric Learning for Aerial Image Retrieval

석사 윤재근 Predicting Motor Imagery Performance using Resting-state Connectivity based on Dynamic Causal Modeling

석사 장용남 Zero-Day Malware Detection using Evolutionary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석사 정유석 Feedback-Based Cognitive Bias Modification Training Influence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Social Cues

석사 Yang Xiaoke
Implementing an Efficient Deep Network Framework for Retinal Image Quality and Disease Analysis on the 
Smartphone

● 2019년 2학기 학위취득자 목록

● 2019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원현황

709,692,475
총계

596,522,475(74명)

75,868,000(12명)

7,500,000(06명)

29,802,000(17명)

일반장학금

조교장학금

BK21+장학금

기타장학금

● 조교수 임용 
    (2020년 3월 1일자)

Sunil K. Prabha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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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 지원서 입력: 2020년 4월 1일(수) - 8일(수) 

  - 서류 접수: 2020년 4월 1일(수) - 10일(금) 

  - 구술 시험: 2020년 5월 9일(토) 

  - 합격자 발표: 2020년 6월 12일(금)

●  2020학년도 후기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모집

학과 연구 하이라이트

●  2020년 전기 뇌공학과 대학원 입학설명회 개최

김동주 교수님의 새 연구, Novel Index for Predicting Mortality dur-

ing the First 24 hours after Traumatic Brain Injury와 Changes in the 

Gray and White Matter of Patients with Ischemic-edematous Insults after 

Traumatic Brain Injury가 IF 상위 10% 이내 (Surgery 분야 저널 203개 중 

IF 18위)인 Journal of Neurosurgery에 게재 허가 되었다.

곽지현 교수님의 새 연구, Dissociation of Somatostatin and Parval-

bumin Interneurons Circuit Dysfunctions Underlying Hippocampal Theta 

and Gamma Oscillations impaired by Amyloid  Oligomers in Vivo와  

Optogenetic Activation of Parvalbumin and Somatostatin Interneurons 

Selectively Restores Theta-nested Gamma Oscillations and Oscillation-

induced Spike Timing-dependent Long-term Potentiation impaired by 

Amyloid  Oligomers가 IF 상위 10% 이내 (Anatomy & Morphology 분

야 21 개 저널 중 1위)인 Brain Structure and Function 와 IF 상위 10% 이

내 (Biology 분야 87 개 저널 중 5위)인 BMC Biology에 게재 허가 되었다. 

이성환 교수님의 새 연구, Error Correction Regression Framework 

for Enhancing the Decoding Accuracies of Ear-EEG Brain-Computer 

Interfaces와 Subject-Independent Brain-Computer Interfaces Based 

on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가 Artificial Intelligence Com-

puter Science 분야 134개 저널 중 4위인  IEEE Trans. on Cybernetics

와 Theory and Methods Computer Science 분야 105개 저널 1위인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에 각각 게재 허

가 되었다

이종환 교수님의 새 연구, Mediation Analysis of Triple Networks re-

vealed Functional Feature of Mindfulness from Real-time fMRI Neu-

rofeedback와 A Naturalistic Viewing Paradigm using 360  Panoramic 

Video Clips and Real-time Field-of-view Changes with Eye-gaze 

Tracking가 IF 상위 10% 이내 (Nuclear Medicine, Medical Imaging Ra-

diology 분야 129개 저널 중 11위) 저널인 NeuroImage에 각각 게재 허

가 되었다.

한재호 교수님의 새 연구, Deep Neural Network Regression for Au-

tomated Retinal Layer Segmentation 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mages와 Model-based Chemical Exchange Saturation Transfer MRI for 

Robust z-Spectrum Analysis가 IF 상위 10% 이내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34개 중 IF 9위인 IEEE Trans. on Image 

Processing 과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Computer Science 분야 저

널 106개 중 IF 3위) 저널인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에 각각 게

재 허가 되었다.

2020년 전기 대학원 뇌공학과 신입생 모집 입학설명회가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

관 208호에서 개최되었다. 뇌공학에 관심 있는 타 학과 및 뇌인지과학 연

계전공에서 뇌공학을 미리 접하고 있는 학부생 등 대학원 뇌공학과 진학

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참석하였다.

김동주 교수의 논문, IF 상위 10% 이내 저널인 Journal 

of Neurosurgery에 각각 게재 허가

곽지현 교수의 논문, IF 상위 10% 이내 저널인 Brain 

Structure and Function와 BMC biology에 각각 게재 

허가

이성환 교수의 논문, IF 상위 10% 이내 저널인 IEEE 

Trans. on Cybernetics 와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에 각각 게재 허가

이종환 교수의 논문, IF 상위 10% 이내 저널인 Neuro-

Image에 각각 게재 허가 

한재호 교수의 논문, IF 상위 10% 이내 저널인 IEEE 

Trans. on Image Processing 와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에 각각 게재 허가

학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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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뉴스브리핑

광유전학적 빛자극을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곽지현 교수 연구팀 기사입니다. 곽지현 교수 연구팀은 

광유전학적 빛자극을 통한 해마 신경망 내 억제성 신경세포 활성 조절을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 나타나는 뇌파 및 시냅스 가소성 장애

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알츠하이머병 연구에서 집중됐던 흥

분성 신경세포가 아닌, 특정 억제성(GABA성) 신경세포와 그 신경회로를 

새로운 치료 타깃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연구 결

과는 BMC 바이올로지(BMC Biology)에 게재되었다.  

기사 전문: https://www.etnews.com/20200204000388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기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

Computer Interface, 이하 BCI)에 관한 김동주 교수의 한겨레 기사입니다. 

사용자의 특정 뇌파를 이용해 기계나 컴퓨터를 조작하는 BCI 기술은 장

애나 뇌 손상으로 인해 신체 사용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돕고자 한다. 사용자의 뇌에서 획득한 생체 신호를 

어떤 기기와 장치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개척분야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이러한 BCI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

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기사 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5825.html

곽지현 교수 연구팀, 빛자극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

료 가능성 봤다.

김동주 교수, 생각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드는 기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 2020년 한국 뇌 캠프 개최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생물정보연구소, 한국뇌교육연구소가 주관한 2020년 한국 뇌 캠

프가 2020년 1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양일간에 걸쳐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뇌와 관련 주제에 대한 연사 4분의 특강을 들

은 후, 각 분야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치렀다. 10명의 동상 이내 입상자들은 2020년 7월에 시행하는 한국뇌캠프 여름학교를 통해 집중 교육을 수료

한 후 통과한 최종 1인이 2020년 8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APA 총회 특별프로그램으로 개최되는 2020 International Brain Bee World 

Championship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2019년 9월 27일 개최한 뇌공학 BK21 초청 세미나에서 Explain-

able AI and Applications in Health Science의 제목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과 의학 분야에서 응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강연하였다. 최

근 주목을 받기 시작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

고, 의학분야에서 응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2019년 10월 28일에 개최한 뇌공학 BK21 초청 세미나에 Learn-

ing Brain Functional Networks for Mental DIsorder Diagnosis의 제목

으로 질병 진단 및 예측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의료 영상 분석에 관

한 연구 동향이 소개되었다. 뇌 영상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 자문 및 딥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강연하였다.

제목: Explainable AI and Applications in Health Science

- 연사:  Klaus-Robert M‥uller 교수  

(Machine Learning Group, TU Berlin)

-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오후 4시 30분

- 장소: 우정정보관 604호

제목:  Learning Brain Functional Networks for Mental Disorder 

Diagnosis

- 연사:  Dinggang Shen 교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일시: 2019년 10월 28일(월) 오전 11시

- 장소: 우정정보관 604호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정지채 교수와 이성환 교수가 2020년 2월에 제정된 고려대학교 <KU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었다. <KU 명예의 전당>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저명 학술기관의 회원으로 등록되거나, 저명 학술상을 수상하여 본교를 

빛낸 연구자를 소개함으로서 고려대학교의 연구 역량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정지채 교수와 이성환 교수, KU 명예의 전당에 등재

교원 소식

김동주 교수가 학술지 Electronics의 Brain Machine Interface 분과의 

에디터로 선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dpi.com/journal/

electronics/special_issues/brain_machine_interface#editors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동주 교수, Electronics 에디터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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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김상희
Assessing the Effects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using Psychometric 
Instruments and Brain fMRI

Advances in Health Sciences 
Education

Scientific Disciplines Education 분야 
저널 41개중 7위

민병경
Multilevel Feature Fusion with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EEG Based 
Workload Estimation

IEEE Access
Information Systems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55개 중 IF 23위

이성환

Metaheuristic Based Dimensionality Reduction and Classification Analysis of PPG 
Signals for Interpreting Cardiovascular Disease

IEEE Access
Information Systems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55개 중 IF 23위

Possible Effect of Binaural Beat Combined With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for Inducing Sleep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Medicine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분야 530개 저널 중 78위

한재호
Super-bandwidth Two-step Phase-shifting Off-axis Digital Holography by 
Optimizing Two-dimensional Spatial Frequency Sampling Scheme

IEEE Access
Information Systems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55개 중 IF 23위

IF 상위  20%

016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1) 교수 논문게재 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2019.09-2020.02)

총 22편 JCR IF 10% 17편, IF 20% 5편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곽지현

Dissociation of Somatostatin and Parvalbumin Interneurons Circuit Dysfunctions 
Underlying Hippocampal Theta and Gamma Oscillations impaired by Amyloid  
Oligomers in Vivo

Brain Structure and Function
Anatomy & Morphology 분야 21개 
저널 중 1위

Optogenetic Activation of Parvalbumin and Somatostatin Interneurons Selectively 
Restores Theta-nested Gamma Oscillation and Long-term Potentiation Impair-
ments induced by Amyloid  Oligomers

BMC biology Biology 분야 87개 저널 중 5위　

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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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Neurosurgery Surgery 분야 저널 203개 중 IF 1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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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Neurosurgery Surgery 분야 저널 203개 중 IF 18위

김동주, 이성환
Comparative Analysis of Features Extracted from EEG Spatial, Spectral and 
Temporal Domains for Binary and Multiclass Motor Imagery Classification

Information Sciences
Information Systems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55개 중 IF 9위

이성환

Decoding Movement-Related Cortical Potentials based on Subject-Dependent 
and Section-Wise Spectral Filtering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habilitation 분야 65개 저널 중 5위

Few-Shot Learning with Geometric Constraints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Theory and Methods Computer 
Science 분야 105개 저널 중 1위

Subject-Independent Brain-Computer Interfaces Based on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Theory and Methods Computer 
Science 분야 105개 저널 중 1위

A Subject-Transfer Framework based on Single-Trial EMG Analysis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habilitation 분야 65개 저널 중 5위

Error Correction Regression Framework for Enhancing the Decoding Accuracies 
of Ear-EEG Brain-Computer Interfaces

IEEE Trans. on Cybernetics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Science 분야 134개 저널 중 4위

Coarse-to-Fine Deep Learning of Continuous Pedestrian Orientation Based on 
Spatial Co-occurrence Feature

IEEE Tra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Civil Engineering 분야 132개 저널 
중 2위

Cascaded MultiTask 3-D Fully Convolutional Networks for 
Pancreas Segmentation

IEEE Trans. on Cybernetics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Science 분야 134개 저널 중 4위

Leveraging Coupled Interaction for Multimodal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Theory and Methods Computer 
Science 분야 105개 저널 중 1위

이종환

A Naturalistic Viewing Paradigm using 360  Panoramic Video Clips and 
Real-time Field-of-view Changes with Eye-gaze Tracking

NeuroImage
Nuclear Medicine, Medical Imaging 
Radiology 분야 129개 저널 중 11위

Mediation Analysis of Triple Networks Revealed Functional Feature of 
Mindfulness from Real-time fMRI Neurofeedback

NeuroImage
Nuclear Medicine, Medical Imaging 
Radiology 분야 129개 저널 중 11위

IF 상위  10%

참여교수_기조연설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지

이성환

2019.09.19 제5회 인공지능국제포럼 시사저널
인공지능과 로봇의 만남: 
심층 강화 학습 기반 인공지능 컬링 로봇

한국

2019.10.10
2019 SPRi Fall 컨퍼런스 -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 
한국: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육성 한국

2019.10.18 China National Computer Congress 2020
China National Computer 
Congress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Turn-based Strategy 
Games in Real World 

중국

2019.10.19
2019 China-Korea Frontier Symposium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rain Science

상해 교통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Recent Advances and Future Prospects of 
Brain-Computer Interface

중국

2019.10.25 DGIF 2019 DGIST

Learning Machines Can Curl 
- Adaptive Deep Reinforcement Learning Enables the 
Robot Curly to Win Against Human Players in an Icy 
World

한국

기조연설 5회, 초청강연 11회, 발표 등 그 외 학술활동 7회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한재호

Deep Neural Network Regression for Automated Retinal Layer Segmentation 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mages

IEEE Trans. on Image Proc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34개 중 IF 9위

Model-based Chemical Exchange Saturation Transfer MRI for 
Robust z-Spectrum Analysis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06개 
중 IF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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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2019.09-2020.02)

참여교수_초청강연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지

곽지현 2019.11.29
Women in Bioengineering and Brain Engineering 
Symposium

KAIST
Inhibitory Neural Circuits underlying Spatio-temporal 
Synchronization of Cortical Spike-times

한국

김동주
2019.09.08
-
09.11

ICP 2019 KU LEUVEN
Prognostic Value of Intracranial Pressure Monitoring in 
Traumatic Brain Injury: A Preliminary Investigation via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벨기에

이성환

2019.09.24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초청세미나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및 전망 한국

2019.09.24 신한 Insight 포럼 신한은행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설명 가능한 금융 AI 기술 한국

2019.09.28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Recent Advances and Future Prospects of BMI in 
Neurorehabilitation

한국

2019.10.11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전문가 과정 초청 세미나 현대자동차그룹 AI Business Strategy 한국

2019.10.15 고려대학교 기술경영 최고경영자과정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및 전망 한국

2019.10.16 HDC 아이콘트롤스 강연 HDC 아이콘트롤스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및 전망 한국

2019.10.30 Facebook-Korea University Research Collaboration
Facebook, 
Korea University

Mind-Reading Technology: Brain-Computer Interface 한국

2019.12.06 부경대 인공지능 연구소 워크샵 부경대학교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현황 및 전망 한국

2020.01.15 AIIA(AI Is Anywhere) 조찬 포럼 지능정보산업협회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현황 및 전망 한국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_기타 학술활동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지

김동주
2020.02.26
-
02.28

8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ea Brain Education 
Society

Registration Chair 한국

민병경
2019.10.19
-
10.23

The 49th Annual Meeting of Society for 
Neuroscience

Society for Neuroscience
Decoding Prestimulus EEG Alpha Activity 
Reveals Expectancy in the Direction of Stimulus Changes

미국

정지채
2019.12.04
-
12.06

2019 Photonics Conference 한국광학회 자문위원 한국

한재호

2019.11.03
-
11.0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lecular 
Simulation 2019

KIMM
Molecular Functionalization of Graphene Transistors for 
Neural-interface Systems

한국

2020.01.25
-
01.2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ety for 
Laboratory Automation and Screening 2020

SLAS

Real-time and Label-free Refractive Index Dispersion 
Map of Single Axon in Striatal Medium Spiny Neurons 
by Common-path Triple-wavelength Diffraction Phase 
Interferometry

미국

2020.02.01
-
02.06

SPIE Photonics West 2020 SPIE
Quantitative Assessment of Acute Mesenteric Ischemia in 
Preclinical Models using Laser Speckle Contrast Imaging

미국

B. 
Browatzki

2019.10.12
-
11.02 

ICCV 2019 IEEE
Robust Discrimination and Generation of Faces using 
Compact, Disentangled Embeddings

한국

특허 등록 및 출원

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 출원 번호

곽지현 광유전학 기법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질환 뇌에서의 뇌파 손상 회복 방법 10-2019-0175301

김동주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이미지의 밀도 분석을 통한 진단장치, 방법 및 이를 기록한 기록매체 10-2045435

김동주 변동성지표를 이용한 뇌손상 환자의 예후 판단 방법 및 장치 10-2045434

민병경 전전두엽 기반 인지적 뇌-기계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2031958

민병경 Brain-Machine Interface Apparatus and Method for Recognizing Human Intention using Flickering Visual Stimuli 14/884,972

이성환 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마취 및 의식 심도 모니터링 방법 및 장치 10-2045559

이성환 조종사 상태의 통합 감시 제어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조종사의 임무 수행 능력 유도 방법 10-2045569

이성환 뇌 신호를 추정하여 사용자 의도를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구현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10-2029219

이성환 컬링 경기 전략 생성 장치 및 그 방법 10-2045566

이성환 딥러닝에 기반한 컬링 경기 전략 추천 장치 및 그 방법 10-2045567

이성환 확률기반 자극조합 최적화 기술을 이용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문자 입력 시스템 10-2019-0150577

이성환 사용자 얼굴 피부 분석 방법 및 서버 10-2019-0169268

이성환 생각만으로 음악 정보 검색 및 재생이 가능한 직관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반 뉴럴-엔터테인먼트 시스템 10-2019-0116338

이성환 뇌 연결성 기반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성능 예측 방법 및 장치 10-2019-0116287

이성환 기계 학습 기반의 신용평가 모델의 평가 이유 설명 방법 및 장치 10-2019-0110179

이성환 딥러닝 기반 소수 샷 이미지 분류 장치 및 방법 및 장치 10-2019-0110157

이성환 메트릭 학습을 이용한 사용자간 유사도 특징 추출 기반의 사용자-독립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10-2019-0150647

이성환 컬링 스위핑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 10-2019-0175716

이성환 심층신경망 기반의 의식 지표 산출 방법 및 장치 10-2019-0116324

이성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 기초하여 색 자극으로부터 사용자의 의도를 판단하는 스마트 제어장치 및 그 제어방법 10-2020-0016585

이성환 Brain-Computer Interface System and Method for Decoding Users Conversation Intention using the Same US 16/676,617

정지채 융통성 있는 광전극 배열이 가능한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기용 홀더 10-2019-0131680 

C. Wallraven 위급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예측 시스템 10-20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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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2019.09-2020.02)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이성환

이서현
2019.10.06
-
10.09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Towards an EEG-based Intuitive BCI 
Communication System Using Imagined Speech and Visual 
Imagery

이탈리아

심경환
2019.10.06
-
10.09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Assistive Robotic Arm Control based on 
Brain-Machine Interface with Vision Guidance using Con-
volution Neural Network

이탈리아

조정현
2020.02.26
-
02.28

8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ea Brain 
Education Society

A Novel Approach to Classify Natural Grasp 
Actions by Estimating Muscle-activity Patterns from EEG 
Signals

한국

대학원생_포스터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곽지현

박결
2019.09.21
-
09.25

The 10th IBRO World Congress of 
Neuroscience

IBRO

Dissociation of Parvalbumin-positive and 
Somatostatin-positive Interneurons Contributions to 
Frequency-selective Impairments of Synaptic Inhibition to 
Hippocampal Pyramidal Cells induced by Aβ Oligomers 
in Vitro

한국

이재동
2019.09.21
-
09.25

The 10th IBRO World Congress of 
Neuroscience

IBRO
A  oligomers Impair mGluR5-mediated Enhancement of 
Depolarization-induced Suppression of Inhibition by 
Disrupting PLC -dependent Endocannabinoid Mobilization

한국

이재동
2019.10.19
-
10.23

Neuroscience 2019
Society for 
Neuroscience

Optogenetic Activation of Somatostatin Interneurons 
Selectively Restores Hippocampal Spike Timing
-dependent Long-term Potentiation Impaired by A  
Oligomers

미국

박결
2019.10.19
-
10.23

Neuroscience 2019
Society for 
Neuroscience

Optogenetic Activation of Parvalbumin-positive 
Interneurons Restores Hippocampal Theta-nested Gamma 
Oscillation Impairment by Aβ Oligomers

미국

김동주

김현지
2019.09.13
-
09.16

Hydrocephalus 2019
Hydrocephalus 
Society

Diagnosis of Lumbar Spinal Stenosis via CSF Dynamics 
with Phase Contrast MRI

캐나다

김영탁
2019.10.06
-
10.09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Reduced Burden of Individual Calibration Process in 
Brain-Computer Interface by Clustering the Subjects 
based on Brain Activation

이탈리아

(2) 대학원생 학술활동 실적

구두발표 총 3편     국제 3편       기타발표 1편

포스터발표 총 26편     국제 26편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김동주

김영탁
2019.10.06
-
10.09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Classification of the Motion Artifacts in Near-infrared 
Spectroscopy Based on Wavelet Statistical Feature

이탈리아

김현지
2020.02.26
-
02.28

8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ea Brain 
Education Society

Comparative Analysis of NIRS-EEG Motor Imagery Data 
using Features from Spatial, Spectral and Temporal 
Domain

한국

이세호
2020.02.26
-
02.28

8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ea Brain 
Education Society

Importance of Reliable EEG Data in Motor Imagery 
Classification: Attention Level-based Approach

한국

김상희

윤흥식 
2019.09.21
-
09.25

The 10th IBRO World Congress of 
Neuroscience

IBRO
Amygdala Responses to Subthreshold Angry Faces 
Predict Attention bias to Suprathreshold Angry Faces 

한국

김신아
2019.09.21
-
09.25

The 10th IBRO World Congress of 
Neuroscience

IBRO
Functional Connectivity between the DMPFC and VLPFC 
Predicts the Resolution of Emotional Conflict Arising from 
the Preceding Emotional Event

한국

김혜진
2019.09.21
-
09.25

The 10th IBRO World Congress of 
Neuroscience

IBRO
Quantitative EEG and Subjective Evaluations of Daily News 
Stories after an Association Task of Smart-device Pictures 
and Emotion Words 

한국

정유석
2019.09.21
-
09.25

The 10th IBRO World Congress of 
Neuroscience

IBRO
Feedback-based Social Perception Training Influence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Social Cues 

한국

김신아
2019.10.19
-
10.23

2019 Society for Neuroscience Annual 
Meeting 

Society for 
Neuroscience

Empathy and Prosocial Motivation for Suffering Others is 
Improved by Implicit Empathy Training 

미국

김혜진 
2019.10.19
-
10.23

2019 Society for Neuroscience Annual 
Meeting 

Society for 
Neuroscience

An Implicit Association Learning of Smart-device Pictures 
and Emotion Words Influences EEG Oscillations and 
Evaluations of Real-life Smart Technology News Reports 

미국

석흥일 정원식
2019.10.13
-
10.17

The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 
Assisted Intervention 

The MICCAI Society
Unified Modeling of Imputation, Forecasting, and Prediction 
for AD Progression

중국

이성환

조정현
2019.09.16
-
09.20

The 8th Graz Brain-Computer Interface 
Conference

Graz University
Classification of Various Grasping Tasks based on Tempo-
ral Segmentation Method Using EEG and EMG Signals

오스트
리아

이민지
2019.10.06
-
10.09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Causal Connectivity According to Conscious Experience 
in Non-Rapid Eye Movement Sleep

이탈리아

강신한 
2019.10.27
-
11.0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19

IEEE
Interpreting Undesirable Pixels for Image Classification on 
Black-Box Models

한국 

이대혁
2019.11.26
-
11.29

The 5th Asi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attern 
Recognition

Detection of Pilots Drowsiness based on Multimodal Con-
volutional Bidirectional LSTM Network

뉴질랜드

이서현
2019.11.26
-
11.29

The 5th Asi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attern 
Recognition

EEG Representations of Spatial and Temporal Features in 
Imagined Speech and Overt Speech

뉴질랜드

이서현
2020.02.26
-
02.28

8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ea Brain 
Education Society

Spatio-Temporal Dynamics of Visual Imagery for Intuitive 
Brain-Computer Interface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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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2019.09-2020.02)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이성환

이영은
2020.02.26
-
02.28

8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ea Brain 
Education Society

Decoding Visual Responses based on Deep Neural 
Networks with Ear-EEG Signals

한국

Jenifer 
Kalafa-
tovich

2020.02.26
-
02.28

8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ea Brain 
Education Society

Neural Oscillations for Encoding and Decoding Declarative 
Memory using EEG Signals

한국

정지채

박진우
2020.02.26
-
02.28

8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ea Brain 
Education Society

Implementation of Multi-connected Single-channel Func-
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System for Hyperscan-
ning Study

한국

표연
2020.02.26
-
02.28

8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ea Brain 
Education Society

Implementation of Hardware-based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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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science 2019에 참석한 곽지현 교수님, 이재동 학생, 박결 학생>>

<<MICCAI 2019참석하여 포스터 발표한 정원식 학생>> <<Neurl2019에서 Curly(컬리) 데모 시연한 정홍규 학생>>

대학원생_학술활동 기타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데모시연 개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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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ty-third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The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Foundation

Learning Machines can Curl - Adaptive Deep 
Reinforcement Learning Enables the Robot Curly 
to Win against Human Players in an Icy World 

캐나다

BCE 

오스트리아 그라츠 대학에서 개최된 GBCIC 2019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

을 토대로 작성해 제출한 논문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나 BCI 분야에서 다양한 흥미로

운 연구를 진행하는 그룹들에서도 적극적으로 학회에 참여하여 본인들이 진행 중인 관련 최신 

연구를 소개하였으며,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던 와중에도 학계의 유명 인사들이 방문해 많은 질문과 조언을 해주었다. 뇌파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시간적 구간에서의 최적화 모델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근전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법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구

성한 실험의 패러다임과 분석방법 그리고 논문에서 발표한 성능 평가표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문이 있었고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위해 적용해볼 만한 발전

적인 조언들 역시 들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움직임 상상과 관련된 뇌파 분석에 대한 최신 BCI 연구의 트랜드에 대해 가늠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혁신적인 실

험 패러다임의 구성과 딥 러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뇌파 신호 분석에 대한 방법론들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이탈리아의 도시 바리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

ics에 참가하여 Imagined speech와 Visual imagery를 이용한 직관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에 관

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발표는 20분간 구두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10개 이상의 다중 클래스의 

Imagined speech 와 Visual imagery를 분류하고, 각각을 구별 짓는 특징에 대해 발표하였다. 

두 패러다임은 모두 chance level의 2-3배 이상의 분류 성능을 나타냄으로써, 두 패러다임의 

다중 클래스 디코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해 향후 말하는 상상 및 시각적 상상을 이용한 직관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으로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ssay
조정현 (박사과정)

학회명: The 8th Graz Brain-Computer Interface Conference

기간: 2019.09.16-09.20

장소: Graz University, Austria

이서현 (석박사통합과정)

학회명: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기간: 2019.10.06-10.09

장소: Bari, Italy

강신한 (석사과정)

학회명: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19

기간: 2019.10.27-11.02

장소: 코엑스, 한국

참여코너

  ● 국제 학술대회 참석 후기

ICCV 2019 workshop에서 accept된 논문을 발표하였다. 약 1분 동안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여 개략적인 논문의 내

용을 소개하였다. 이후에는 관련 workshop에서 XAI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 트렌트 및 연구에 대한 가치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직접 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연

구에 대한 갈망이 뚜렷하다는 것에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제 논문 포스터 세션에서 제 논문을 

많은 대중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였고 제 논문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해주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발표한 논문을 기반으

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내 논문을 보는 시각은 제각각 달랐으며 그를 통해 나오는 질문 또한 이후 후속 연

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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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Spotlight 및 Poster 발표를 하기 위해 국제 학술대회 ACPR 2019에 참석하였습니다. ACPR 2019에 참석

하여 Pattern Recognition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의 연구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Poster 

Spotlight와 Poster 발표를 통해 저희 연구를 여러 석학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소중한 피드백을 제공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 큰 보탬이 될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대혁 (석박사통합과정)

학회명: The 5th Asi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기간: 2019.11.26-11.29

장소: Auckland, New Zealand

참여코너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된 최우수 국제학술대회인 NeruIPS 2019에 참석을 하였다. 연구실에서 Demonstration Track

에 논문이 발표가 허가되어 AI 기반 컬링 로봇 기술을 시현하였으며, 데모 시연 내내 많은 연구진들이 관심을 보여 흥

미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컬링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유명 대학뿐만 아니라 CIFAR와 

같은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에서도 연구실의 발표를 관심 있게 봐주어 뜻 깊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진들이 학회

에 발표한 기계학습 기술들도 습득도할 수 있어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학회활동을 하고 왔다.

AAAI 2020 학회에 참석하여 AI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AI가 앞으

로의 산업을 주도할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AI라는 말을 연구 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계, 소셜 미디어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AI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

다. AAAI 2020에 참여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니 꼭 연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정부는 물론 일반인까지도 관

심을 가지고 참석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AI가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applicable 

분야가 더욱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연구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졌고,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려울정도로 순식간에 성

장한다고 생각됐습니다. AI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써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연구를 하고 있구나’ 라고도 생각했지만,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AI 분야에서 뒤

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끊임없이 배워야한다는 경각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 연구 분야인 Financial Investment, Robo-Advisor 관련 연

구를 집중적으로 보았는데, Bloomberg에서 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연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Financial 분야에 AI를 적용한다하면, Financial 

Decision을 내리는 것(ex:투자 진입, 청산)을 생각하는데 이들은 어떤 Decision을 내리는 연구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ex:News, Posts)를 Summarize하여 수많

은 정보 중에서 유용성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Decision을 위한 Data Processing을 목표로 했다는 점이 와 닿았습니다.

정홍규 (박사과정)

학회명: Thirty-third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기간: 2019.12.08-12.14

장소: Vancouver, Canada

엄태산 (박사과정)

학회명: Thirty-Fourth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기간: 2020.02.07-02.12

장소: New York, USA

The 9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2021)

- 주최: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뇌공학글로벌소프트웨어인재양성사업단, Machine Learning Group of 

Technische Universit‥at Berlin

- 주관: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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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Brain Initiative 외

- 일시: 2021년 2월 22일(월) - 24일(수)

- 장소: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 홈페이지: https://bci.korea.ac.kr

2021년 한국 뇌 캠프

- 주최: 한국뇌교육학회

- 주관: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생물정보연구소, 한국뇌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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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2021년 1월 28일(목) - 29일(금) (예정)

- 참가 대상:  2020년 12월 기준 국내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뇌에 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인터넷 접수: 2020년 12월 1일(일)부터 선착순 마감

- 홈페이지: https://braincamp.kr/

BCE Information

일정

2020학년도 후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 과정 신입생 모집

- 지원서 입력: 2020년 4월 1일(수) - 8일(수) 

- 서류 접수: 2020년 4월 1일(수) - 10일(금) 

- 구술 시험: 2020년 5월 19일(토) 

- 합격자 발표: 2020년 6월 1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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