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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의 따가운 햇살과 저녁의 선선한 공기가 대지의 모든 생명을 변화시키는 계절입니

다. 세계 최고 수준의 뇌공학 분야를 위해 도약하는 우리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역시 지금의 

이 계절처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2009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건강한 두뇌’를 모토로 시작된 우리 학과는 뇌공학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10위권의 교육 및 연구 기관을 목표로 융복합적 학문 소양과 창의적 

사고력, 신기술 적응력, 실용적 응용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MRI, EEG, NIRS 등 고가의 실험 장비 도입으로 최신 기술을 접목한 연구가 가능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교육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뇌공학 분야의 가능성은 무궁하고, 이를 예견한 인재들은 이 학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학

과는 이들에게 더욱 구체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최신 실험 장비와 세계 석학의 강의로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로라하는 전문 인력이 배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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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학과 소개 뇌공학과 소개

지난 2008년 12월 ‘미래 국가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 추진 및 학문의 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 사업의 유형 1(전공학과 개설 지원) 과제에 선정되어 일반대학원  

‘뇌공학과’를 신설하였으며, 2009년 9월 첫 학기를 맞이하였다.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건강한 두뇌’를 모토로 삼아, 융합적 학

문 지식과 창의적 소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2014년 이후, 뇌공학 분야 세계 

Top 10 수준에 진입하도록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뇌공학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인지과학, 바이오, 나노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연구 분야이다. 이를 위하여 고려대학교 뇌공

학과는 인공지능, 신경과학, 인지과학, 가상현실, 신호처리 분야의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연

구팀을 구성하였으며, 5명의 뇌공학 분야 세계 최고 석학들로 해외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장치), EEG(뇌전도: ElectroEncephal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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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으로 예측된다. 첫째, 뇌신경 활동 이상으로 인한 뇌질환 진단, 예측 및 예방을 더욱 용이하도록 돕는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알츠

하이머, 파킨슨씨병, 우울증과 같은 현대인의 뇌질환은 초기진단과 병의 진전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뇌공

학은 이러한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최신 기술이 되게 된다. 뇌질환으로 인해 비롯되는 질병은 물론이고, 고령화로 인

한 인체 기능의 쇠진에 대한 재활보조 기술 역시 뇌공학을 통하여 진보할 것이다. 둘째, 신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뇌신호의 분

석을 통해 로봇이나 기계와 같은 외부 장치를 생각만으로 제어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의 개발은 여러 원인으로 신체활동

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의수나 의족 등과 같은 인체 보조장비를 생각만으로 움직이게 해 이들이 일반인과 유사한 활동을 가능

케 한다. 이는 2009년 발표한 10대 미래유망기술 중 하나로 그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인간의 뇌정보처리 메커니즘을 연구해 국가성장동력인 지능/인지 로봇산업, IT 산업,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공하여 산업 성장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인간의 뇌정보처리와 인지능력의 비밀을 해독함으로써 뇌기능을 

모방한 인지 로봇 및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2008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 WCU 사업 선정

2009년 0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입학정원 년 50명 배정

2009년 02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3명 임용 계약 체결(Heinrich B̈ulthoff, 

Stephen Jackson, Anil Jain)

 2009년 04월   2009년 2학기 뇌공학과 석·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2009년 08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2명 임용 계약 체결(Christof Koch, 

Shimon Edelman)

2009년 09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3명 임용

2009년 09월   뇌공학과 신설

2009년 12월   2010년 1학기 뇌공학과 석·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2010년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2010년 06월   2010년 2학기 뇌공학과 석·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2010년 08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1명 임용 계약 체결(Alan Yuille)

2010년 12월   2011년 1학기 뇌공학과 석·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2011년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2011년 06월   2011년 2학기 뇌공학과 석·박사통합/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2011년 09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1명 임용 계약 체결(Daniel Kersten)

2011년 12월   2012년 1학기 뇌공학과 석·박사통합/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2012년 03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1명 임용 계약 체결(Klaus M̈uller)  

2012년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2012년 06월   2012년 2학기 뇌공학과 석·박사통합/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history | 연혁

World
  Class
University

brain engineering

뇌공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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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학과 소개 뇌공학과 소개

임해창  정교수

 

http://nlp.korea.ac.kr

[연구 분야]   

자연어처리, 정보검색, 인공지능 

[대표 성과]

-  “Probabilistic Modeling of Korean Morphology,” IEEE Transactions 

on Audio, Speech, and Language Processing, Vol. 17, No. 5, pp. 

945-955, 2009.

-  “A Novel Retrieval Approach Reflecting Variability of Syntactic 

Phrase Representation,” Journ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Sys-

tems, Vol. 31, No. 3, pp. 265-286, 2008.

-  “Some Effective Techniques for Naive Bayes Text Class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 Vol. 18, 

No. 11, pp. 1457-1466, 2006.

이성환  정교수 / IEEE Fellow

           

                

  

http://image.korea.ac.kr

[연구 분야]   

패턴인식, 뇌 영상 공학,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대표 성과]

-  “A Novel Bayesian Framework for Discriminative Feature Extraction 

in Brain-Computer Interface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4, 2012. 

-  “Sign Language Spotting with a Threshold Model Based on Condi-

tional Random Field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1, No. 7, pp. 1264-1277, 2009.

-  “Glasses Removal from Facial Image Using Recursive Error Com-

pensatio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

ligence, Vol. 27, No. 5, pp. 805-811, 2005.

C. Wallraven  조교수    

http://cogsys.korea.ac.kr

[연구 분야]   

Psychophysics, Cognitive Systems

[대표 성과]

-  “Categorizing Natural Objects: a Comparison of the Visual and 

the Haptic Modalities,” Experimental Brain Research, Vol. 216, pp. 

123-134, 2012.

-  “The MPI Facial Expression Database - a Validated Database of 

Emotional and Conversational Facial Expressions,” PLoS One, 

2012.

-  “The Thatcher Illusion in Humans and Monkey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Vol. 277, No. 1696, pp. 2973-2981, 2010. 

김상희  조교수

  

http://acnl.korea.ac.kr

[연구 분야]   

감성 인지, 중독 및 자기통제 장애의 뇌인지 기전

[대표 성과]

-  The Effects of High-Frequency rTMS over the Left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on Reward Responsiveness. Brain Stimulation. 

In Press. 

-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and Hemispheric 

Metabolic Asymmetry,” Biological Psychology, Vol. 89, No. 2, pp. 

382-386, 2012. 

-  “Reduced Striatal Dopamine D2 Receptors in People with Internet 

Addiction,” Neuroreport, Vol. 22, No. 8, pp. 407-411, 2011. 

이종환  조교수

http://bspl.korea.ac.kr

[연구 분야]   

뇌신호처리, 실시간 기능자기공명영상, 기계 학습 

[대표 성과]

-  “Iterative Approach of Dual Regression with a Sparse Prior En-

hances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for Group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Data,” 

NeuroImage, In Press.

 -  “Automated Classification of fMRI Data Employing Trial-Based 

Imagery Tasks,” Medical Image Analysis, Vol. 13, No. 3, pp. 392-

404, 2009. 

-  “Independent Vector Analysis: Multivariate Approach for fMRI 

Group Study,” NeuroImage, Vol. 40, No. 1, pp. 86-109, 2008. 

정지채  정교수

                     

http://pulse.korea.ac.kr

[연구 분야]   

기능성 근적외선 뇌활성 계측, 빛 간섭 단층 촬영, 광 OFDM 시스템

[대표 성과]

-  “DFT-Precoded Coherent Optical OFDM with Hermitian Symmetry for 

Fiber Nonlinearity Mitigation,”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Vol. 

30, No. 7, pp. 2757-2763, 2012.

-  “Periodic Reference Subtraction Method for Efficient Background 

Fixed Pattern Noise Removal in Fourier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ptics Communications, Vol. 285, No. 7, pp. 2012-

2016, 2012.

-  “Channel Modeling for Indoor Broadband Power-Line Communica-

tions Networks With Arbitrary Topologies by Taking Adjacent Nodes 

Into Account,” IEEE Transactions on Power Delivery, Vol. 26, No. 3, 

pp. 1432-1439, 2011.

곽지현  조교수   

http://ncl.korea.ac.kr

[연구 분야]   

뉴로모픽 신경계 모델링, 계산신경과학, 전기신경생리학 

[대표 성과]

-  “Gating of NMDA Receptor-Mediated Hippocampal Spike Timing-

Dependent Potentiation by MGluR5,” Neuropharmacology, Vol. 

63, pp. 701-709, 2012.

-  “The Timing of External Input Controls the Sign of Spike Timing-

Dependent Plasticity at Local Synapse,” Nature Neuroscience, 

Vol. 12, pp. 1219-1221, 2009.

-  “Matching Storage and Recall: Hippocampal Spike Timing-Depen-

dent Plasticity and Phase Response Curves,” Nature Neurosci-

ence, Vol. 8, pp. 1677-1683, 2005.

김창헌  정교수

  

http://kucg.korea.ac.kr

[연구 분야]   

Physically-Based Simulation, Graphics Applications

[대표 성과]

-  “Adaptive Synthesis of Distance Fields,”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Vol. 17, No. 7, pp. 1202-

1206, 2011. 

-  “Bubbles Alive,”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Vol. 27, No. 3, 

2008. 

-  “Discontinuous Fluids,”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Vol. 24, 

No. 3, pp. 915-9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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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학과 소개 뇌공학과 소개

한재호  조교수

http://isil.korea.ac.kr

[연구 분야]   

Bio-Photonic Sensors, Endo-Microscopic Imaging

[대표 성과]

-  US Patent: Surgical Instrument and Systems with Integrated Opti-

cal Sensor (US 2011/0106102)

-  “Depixelation of Coherent Fiber Bundle Endoscopy Based on 

Learning Patterns of Image Prior,” Optics Letters, Vol. 36, No. 16, 

pp. 3212-3214, 2011.

-  “Endoscopic Functional Fourier Domain Common Path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for Microsurgery,” IEEE Journal of Se-

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 Vol. 16, No. 4, pp. 781-792, 

2010.

김동주  조교수

http://cnm.korea.ac.kr

[연구 분야]   

Mathematical Brain Modelling, Functional Cerebral Monitoring

[대표 성과]

-  “Continuous Monitoring of Monro-Kellie Doctrine: Is it Possible?,” 

Journal of Neurotrauma, Vol. 29, No. 7, pp. 1354-1363. 2012.

-  “Index of Cerebrospinal Compensatory Reserve in Hydrocepha-

lus,” Neurosurgery, Vol. 64, No. 3, pp. 494-501, 2009.

-  “The Monitoring of Relative Changes in Compartmental Compli-

ances of Brain,” Physiological Measurement, Vol. 30, No. 7, pp. 

647-659, 2009.

    

민병경  조교수

http://mindbrain.korea.ac.kr

[연구 분야]   

Brain-Brain Interface, Ultrasound-Mediated Neuro-Modulation

[대표 성과]

-  “Focused Ultrasound-Mediated Suppression of Chemically-Induced 

Acute Epileptic EEG Activity,” BMC Neuroscience, 12:23, 2011. 

-  “Prestimulus Top-Down Reflection of Obsessive-Compulsive Dis-

order in EEG Occipital Alpha and Frontal Theta Oscillations,” Neu-

roscience Letters, Vol. 496,  No. 3, pp. 181-185, 2011.

-  “Neuroimaging-Based Approaches in Brain-Computer Interface,” 

Trends in Biotechnology, Vol. 28, No. 11, pp. 552-560, 2010.

[연구 분야]   

Biological Cybernetics, Psychophysics, Cognitive Science

[대표 경력]

-  Director, Max-Planck-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1996-현재)

-  Founding Board Member, The Werner Reichardt Centre for Integrative Neuroscience (2007-현재)

-  Board Member, European Commission-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Directorate General Future and Emerg-

ing Technologies (2007-현재)

[대표 업적]

-  “Estimation of 3D Shape from Image Orientation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108, No. 51, pp. 20438-20443, 2011.

-  “Do HDR Displays Support LDR Content? A Psycho-Physical Evaluation,” SIGGRAPH, Vol. 26, No. 3, pp. 

1-7, 2007.

-  “Does the Brain Know the Physics of Specular Reflection,” Nature, Vol. 343, No. 6254, pp. 165-168, 1990.

[연구 분야]   

Pattern Recognition and Image Processing, Computer Vision, Biometrics

[대표 경력]

-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Michigan State University (1992-현재)

-  IAPR King-Sun Fu Prize (2008)

-  IEEE Fellow (1991) 

[대표 업적]

-  “Altered Fingerprints: Analysis and Detectio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4, No. 3, pp. 451-464, 2011.

-  “Fingerprint Reconstruction: From Minutiae to Phase,”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3, No. 2, pp. 209-223, 2011.

-  “Biometric Recognition,” Nature, Vol. 449, pp. 38-40, 2007.

[연구 분야]   

Visual Perception, Visual Pathways, Computational Learning

[대표 경력]

-  Full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Minnesota (1996-현재)

-  Co-Director, The Cognitive Sciences Center (2006-현재)

-  Co-Director, Center f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2001-현재)

[대표 업적]

-  “Alterations in Choice Behavior by Manipulations of World Model,”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107, No. 37, pp. 16401-16406, 2010.

-  “Attention-Dependent Representation of a Size Illusion in Human V1,” Current Biology, Vol. 18, No. 21, pp. 

1707-1712, 2008.

-  “Apparent Surface Curvature Affects Lightness Perception,” Nature, Vol. 351, pp. 228-229, 1991.

H. H. B̈ulthoff  교수

     

A. K. Jain 교수 / IEEE Fellow

D. J. Kersten 교수

    

박재석  조교수

  

http://biel.korea.ac.kr

[연구 분야]   

뇌영상공학, 영상신호처리 및 복원, 자기공명영상

[대표 성과]

-  특허: 신경영상 관련 새로운 자기공명영상 및 영상복원 기술 (10-

2012-0021249)

-  “Susceptibility - Resistant Variable-Flip-Angle Turbo Spin Echo 

Imaging for Reliable Estimation of Cortical Thickness: A Feasibility 

Study,” NeuroImage, Vol. 59, No. 1, pp. 377-388, 2012.

-  “Detection of Small Metastatic Brain Tumors: Comparison of 3D 

Contrast-Enhanced Whole-Brain Black-Blood Imaging and MP-

RAGE Imaging,” Investigative Radiology, Vol. 47, No. 2, pp. 136-

14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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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학과 소개 교무 및 학생

■ 2012년 1학기 장학금 지원 현황

 종류  조교장학금  일반장학금  WCU지원금  기타장학금  합계 

 금액(원)  118,170,000  7,500,000  207,794,580  28,323,000  361,787,580

 학생수(명)  18  6  21  10  55 

■ 2012년 2학기 교과 개설 과목 소개

전 공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담당교수

뇌공학

BRI502 Introduction to Cognitive Brain Science 3 민병경

BRI503 Introduction to Brain-Computer Interface 3 김동주

BRI507 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 3 Alan Yuille 

BRI511 Neuroscience 3 곽지현

BRI515 Introduction to Applied Maths 3 Christian Wallraven

BRI516 Introduction to Neural Networks 3 Daniel Kersten 

BRI609 Neuroimaging Analysis 3 이종환

BRI620 Cognitive and Computational Psychophysics 3 Christian Wallraven

BRI621 Minds, Brains, and Computers 3 Klaus M̈uller

BRI622 Perception, Cognition and Action 3 Heinrich B̈ulthoff

BRI702 Topics in Brain-Computer Interface 3 이성환

BRI703 Topics in Computer Vision 3 Anil Jain

BRI711 Topics i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I 3 박재석

BRI712 Topics i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II 3 한재호

BRI720 뇌공학 세미나 IV 1 이성환

BRI721 Technical Writing 3 Joanne Kersten

■ 2012년 1학기 국외 교육 훈련 지원 현황

대상자 학위과정 연수기간 연수기관 해외학자

염슬기 박사과정 2012년 06월 19일 

~ 08월 17일

Berlin Institute of 

Technology
Klaus M̈uller

김일화, 김정우, 이민호 석^박사 통합과정

박기희 박사과정 2012년 06월 16일 

~ 08월 15일

Max-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Heinrich B̈ulthoff

김근태, 김정훈 석^박사 통합과정

김준석 박사과정
2012년 06월 25일 

~ 08월 13일

허동철 박사과정
2012년 06월 25일 

~ 08월 24일

맹현주 석사과정
2012년 04월 17일 

~ 05월 17일

Michigan State University Anil Jain
맹현주 석사과정

2012년 06월 01일 

~ 07월 06일

곽인엽, 백승엽 석사과정 2012년 06월 23일 

~ 08월 05일김상준 석^박사 통합과정

감태의 박사과정
2012년 05월 02일 

~ 07월 24일

University of Minnesota Daniel Kersten 신홍범 석사과정
2012년 06월 19일 

~ 07월 27일

정윤기 박사과정
2012년 07월 15일 

~ 08월 14일

[연구 분야]   

Brain-Computer Interface, Cognitive Neuroscience, Machine Learning

[대표 경력]

-  Full Professor,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2006-현재)

-  Head, Department of the IDA Group, Fraunhofer FIRST (1995-2008)

-  SEL Alcatel Prize for Technical Communication (2006)

[대표 업적]

-  “Enhanced Performance by a Hybrid NIRS-EEG Brain Computer Interface,” NeuroImage, Vol. 59, No. 1, pp. 

519-529, 2012.

-  “L1-Penalized Linear Mixed-Effects Models for High Dimensional Data with Application to BCI,” NeuroImage, 

Vol. 56, No. 4, pp. 2100-2108, 2011.

-  “Large-Scale EEG/MEG Source Localization with Spatial Flexibility,” NeuroImage, Vol. 54, No. 2, pp. 851-859, 

2011.

[연구 분야]   

Mathematical Models of Cognition, Computational Vision, Machine Learning and Neural Modelling

[대표 경력]

-  Full 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Psychology and Computer Science, UCLA (2002-현재)

- IEEE Fellow (2009)

-  Marr Prize (2003)

[대표 업적]

-  “Recursive Segmentation and Recognition Templates for Image Parsing,”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

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4, No. 2, pp. 359-371, 2012.

-  “Unsupervised Learning Probabilistic Grammar-Markov Model for Objects and Object-Classes,” IEEE Trans-

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1, No. 1, pp. 114-128, 2009.

-  “Unsupervised Learning of Probabilistic Object Models (POMs) for Object Classification, Segmentation and 

Recognition Using Knowledge Propagatio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1, No. 10, pp. 1747-1761, 2009.

K. R. M̈uller 교수   

  

A. L. Yuille 교수 / IEEE 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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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및 학생 교무 및 학생

2012년 5월 4일 ~ 11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Magnetic Resonance in Medi-

cine (ISMRM) 학회에서 박사과정 이현열 학생이 우수 초

록상에 해당하는 “Magna Cum Laude Merit Award”를 수

상하였고 Student Stipend를 지원받았다.

이현열 학생은 고속/고해상도의 선택적 회질영상을 

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 기술에 대한 초록, “Dual-Echo 

Single-Slab 3D Turbo Spin Echo imaging for Highly Ef-

ficient Sub-Millimeter Whole-Brain Gray Matter Imaging”

을 발표하였다. 이 기술은 뇌의 회질만을 영상하는 영상

기법으로, 기존의 이중반전회복 회질 영상기법에서 두 개

의 반전펄스를 이용함에 따라 제기되는 긴 영상 시간 및 

신호대잡음비 손실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하나의 번전펄

스와 두 개의 독립적, 연속적인 에코펄스열을 이용하여, 

기존 기술대비 짧은 시간동안에 더 높은 신호대잡음비를 

가지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

예를 얻게 되었다.

ISMRM 학회는 전 세계에 걸쳐 의학 및 생물학에서 자

기 공명 기술의 혁신, 개발 및 응용을 촉진시키는 비영리 

협회로써 과학 및 임상 분야에 공통적 관심사를 가진 임상

사, 물리학자, 엔지니어, 생화학자와 같은 전문가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주된 일은 과학 및 임상 분야 사이의 틈을 

줄이고 기초 및 임상 MR 과학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의료 

분야에 접목시키는 등의 많은 일을 하고 있다.

2012년 5월 31일 ~ 6월 1일간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진행된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에서 곽지현 교수 연구팀의 석사과

정 이수정, 장현재 학생이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하

였다. 

이수정 학생은 CA1 Pyramidal Cell에서 SK Channel이 

Phase Precession 현상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스

터, ‘Effect of SK Channel on Phase Precession Relative to 

θ Frequency Oscillation of Hippocampal CA1 Pyramidal 

Neurons’를 발표하였고, Phase precession을 일으키는 것

으로 추정되는 Spike-frequency adaptation (SFA)의 발생 

기전인 SK Channel이 실제로 Phase precession을 일으키

는지 연구하여, SK Channel의 유무가 Phase precession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 다른 K+ Channel 기전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장현재 학생은 해마 내 연합 세포의 네트워크 특성이 

CA3-CA1 Pyramidal Cell시냅스에서의 발화 시간 기반 가

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스터, ‘Inhibitory Control 

of Spike Timing-Dependent Plasticity: a NEURON Model 

Study’를 발표하였고, 연합 세포가 CA1 Pyramidal Cell에 

전달하는 억제성 신호의 전달 방법, 크기, 위치 등이 시냅

스 가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여, 각각의 특

성이 다른 영향을 미침을 보여 해마 내 다양한 연합 세포

들이 각각 기억 처리에 다른 영향을 갖는 점을 시사했다.

이현열(박사과정)

ISMRM 20th Annual Meeting에서 Magna Cum Laude Merit Award 수상 및 Student Stipend 지원

이수정, 장현재(석사과정)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

지난 2012년 6월 2일 이성환 교수 연구팀의 염슬기(뇌

공학과 박사과정 1학기) 학생이 2012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인지과학

회 춘계학술대회는 뇌 연구와 매우 밀접한 학문 분야 중 

하나인 인지과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연구팀들의 연구 현

황을 소개하는 저명한 학술대회이다.  염슬기 학생이 수

상한 논문의 제목은 ‘뇌 신호 기반 개인 생체 인증’으로, 

사람마다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다르게 표현되는 뇌

신호를 이용하여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개인 인증 시

스템에 적용하여 강건한 뇌 신호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

다. 위 논문은 인지과학의 발전을 위한 토론 및 방향성 제

시에 따른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공로로 본 상을 수상하

는 영광을 안았다. 

■ 학생 수상 소식

2012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염슬기(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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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Neuro Modeling 연구실에서는 병리적인 현상과 연계하여 뇌조직 변화의 특

성 및 세부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의료자가 뇌를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더욱 나은 

장치와 방법을 만들어 내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현재 Clinical Neuro Modeling 연구실

에는 김영탁(컴퓨터통신공학부 4학년), 전동수(전기전자통신공학부 4학년), 이동호(

컴퓨터통신공학부 3학년)가 학부연구생으로서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올 9월부터 박

대현(뇌공학과, 석사과정)이 참여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크

게 두 가지 연구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 하나는 글로벌 패러다임이며, 이는 신경 생물

학적 시스템의 양적 모델링을 근간으로 신경 해부학, 신경 생리학 및 다양한 신경 병

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뇌 병리적 현상과 결부하여 뇌생리적 매개 변수 식별 및 이를 다양한 수학적 모델들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구조적 패러다임이다. 이는 정상인의 뇌와 수두증 및 다양한 뇌 외상 환자의 CT 및 MRI 이미지

들을 분석하여 이른 시기에 눈으로 식별이 불가한 뇌부종을 진단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를 근간으로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실제 환자의 뇌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뇌병변의 의학적 경과를 예측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상기 두가지 패러다임의 근간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한 뇌 모델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두 패러다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양한 임상 결과물을 이용하여 공학과 의학이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인 학문적 매개체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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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연구실 소개

신경계산연구실(NCL)은 곽지현 교수의 지도하에 뇌신경 정보처리 이론과 신경망

에서의 기억저장 기전 연구를 토대로 신경계를 모사하는 뉴로모픽 신경계 모델을 개

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신경생물학적으로 신경세포가 

어떻게 정보를 계산하고 저장하는지에 대한 뇌신경 정보처리 이론을 전기생리학적 

실험 기법을 통하여 그 기전을 연구하여 궁극적으로는 뇌 신경 신호에 숨겨져 있는 

신경계 언어인 ‘뉴론 코드’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기생리학실험 결과를 바탕

으로 신경계를 모사하는 뉴로모픽 신경계 모델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실

의 연구는 향후 신경계의 계산 원리의 이해 뿐만 아니라, 신경계 질환의 이해, 인공지

능, 뉴로칩 등의 기술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신경계산연구실 (지도교수 : 곽지현)

세계 뇌공학의 산실

▧ Clinical Neuro Modeling 연구실 (지도교수 : 김동주)

Affective Cognition Lab에서는 정서정보에 대한 인지적 조절기제에 대한 탐구, 정서

조절장애의 뇌과학적 이해, 비침습적 뇌자극을 통한 조절기능 향상기술 개발 등을 주 

연구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연구실에는 글로벌박사 펠로우십 수혜자 1명을 포함하

여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3명, 인턴연구원, 학부연구생이 각각의 세부연구과제에 참

여하고 있고, 2012년 상반기 동안 JCR 상위 10% 학술논문지인 Biological Psychology, 

Brain Stimulation을 포함하여 SSCI 논문2편, SCI 논문 3편을 게재하는 연구성과를 올리

고 있다. 특히 Brain Stimulation에 실린 연구논문에서는 박사과정 안현민 학생이 제1저

자로 참여하여 비침습적 뇌자극기법의 기능적 효과를 검증하고 임상적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실의 다양한 연구성과는 고차정서기능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이

해를 높일 뿐 아니라 정서조절장애에 대한 치료기법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ind-Brain 연구실은 석사과정 오세진, 류명훈, 소광섭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 뇌파(EEG)를 이용한 인지적 속성 및 의식적 속성을 주파수 분석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자극 전의 의도(intention)나 하향식 정보 처리(top-down) 과정의 

뇌파 반영 속성 연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침습적으로 뇌의 특정 영역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저강도 집중 초음파(LIFU: low-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자극법을 

통해 신경 기능 제어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뇌파와 초음파를 융합한 뇌로

부터 뇌로의 신호 전달 체제의 개발을 통해, 한 사람의 뇌 신호가 다른 사람 뇌 기능을 

조절 할 수 있는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

▧ 정서인지 연구실 (지도교수 : 김상희)

▧ Mind-Brain 연구실 (지도교수 : 민병경)

바이오영상 공학 연구실(BIEL)은 박재석 교수 지도하에 자기공명영상(MRI)의 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실이다. 자기공명영상은 방사선을 사용하는 X-ray, CT, PET과는 달리 

초전도 현상과 고주파를 사용하는 차세대 의료영상 기기이다. 바이오영상 공학 연구

실에서는 자기공명영상기기에서 신호를 만들어 내는 기술부터 획득한 신호를 영상으

로 변환하는 영상복원 기술까지 자기공명영상장치에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주제로는 자기공명영상시

간을 단축시키는 고속이미징기법은 물론 기능형 자기공명영상(fMRI)의 일종으로 뇌 

조직의 Susceptibility를 영상화하는 Susceptibility Weighted Imaging(SWI), 물체에 전

류를 흘려 물체의 임피던스를 영상화 하는 Magnetic Resonance Electric Impedance Imaging(MREIT), 뇌 조직의 전도성을 영상화 하는 

Electrical Property Imaging(EPT)가 있다. 또한, 국내외 자기공명영상 학회인 KSMRM과 ISMRM에 매년 참여하여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하고, 연구실 멤버들의 단합력을 다지기 위한 워크샵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학부 인턴쉽 및 대학원 과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연구

실 홈페이지(biel.korea.ac.kr)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바이오영상 공학 연구실 (지도교수 : 박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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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연구실 소개

컴퓨터 비젼 및 패턴 인식 연구실은 크게 인지뇌과학,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뉴로

모픽 공학 및 컴퓨터 비젼 그룹으로 총 4개의 연구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인지뇌과학 그룹은 뇌 기능과 뇌 영역간의 분석을 통하여 뇌 인지 메커니즘의 

이해를 목표로 물체 표면 재질 인지 메커니즘 분석(감태의), 착시 유발 인지 메커니즘 

분석(신홍범), 감정상태 특이 연결성 분석(백승엽)을 연구 중이며, 뇌-기계 인터페이

스 그룹은 뇌 신호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발을 목표

로 뇌 신호 기반 휠체어 주행 제어(박기희, 김근태, 김기덕), 뇌 신호 기반 로봇팔 제어(

김정훈), NIRS 기반 BCI(염슬기, 이민호), 뉴로 드라이빙(김일화, 김정우), BCI 기반 헬

스 케어(전영혁)를 연구 중이다. 

그리고 뉴로모픽 공학 그룹은 뇌 기능을 공학적 또는 기술적인 모방을 하여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멤리스터 기반 시냅스 모델링(김상

준), 비디오 영상에서 생체 신호 검출(곽인엽), 뇌 기능적 연결성 분석(정효우)을 연구 중이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비젼 그룹은 비젼 기

반 다양한 상황 및 객체 인식을 목표로 수화 인식(조성식), 대화형 표정 인식(허동철), 객체 인식(조남규), 원거리 얼굴 인식(강동오), 휴

먼 행동 인식(이동규), 개인 행동 인식(이아름), 휴먼 상호작용 분석(김영지)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실은 지난 6월 2일에 개최된 2012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총 13건의 논문을 제출 및 발표하여, 2개의 논문이 

학문적 가치 및 공로를 인정받아 구두부문(염슬기) 및 포스터부문(곽인엽)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Optical Bio-Signal Processing(OBSP) 연구실은 정지채 지도 교수 아래 5명의 박사과

정 학생과 3명의 석사과정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 연구인 광통신, 고주파 회

로와 함께 뇌공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뇌공학 연구로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체

조직 정보를 비침습적으로 영상화하는 Optical Coherence Tomograph(OCT)와 근적외

선을 이용해 두뇌의 혈류 변화량 정보를 얻어 두뇌 활성도를 측정하는 Near Infrared 

Spectroscopy(NIRS)가 있다. 최신 연구기법 적용을 위해 OCT 분야 연구는 기존의 real-

time processing의 병목지점이던 massive data processing을 위해 GP-GPU 연산 시스템

을 도입하였고, NIRS 분야 연구는 motor cortex에 특화된 continuous wave 방식의 16

채널 fNIRS 제작으로 4가지의 입력으로 외부장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디지털 입력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관련학회인 COOC2011, PC2011과 ISBCE2012에 참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Functional NIRS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움직임을 예측

하는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특히 ISBCE2012에서는 광량 정보 기술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SCI저널인 Optics Commu-

nications에 2012년 4월 ‘Periodic Reference Subtraction Method for Efficient Background Fixed Pattern Noise Removal in Fourier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을 주제로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파수 영역 광 간섭 단층촬영 정보처리 장치 및 방법’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 NIRS 연구 분야에서는 ‘광케이블용 홀더 및 이를 이용하는 광 계측 장치’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 연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매년 한 번씩 산행을 통해 건강 증진과 함께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기적으로 교수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

하여 연구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Cognitive Systems 연구실에서는 Christian Wallraven 교수님의 지도하에 지각적이고 

인지적인 실험들과 결부된 기계학습 및 컴퓨터 그래픽스의 최첨단 방식을 이용하여 인

간의 우수한 인지 시스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얻은 지식을 로봇공학, 컴퓨터 비전, 컴퓨터 애니메이션, 의료기기 등과 같은 인공 지능

적 인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하여 정진하고 있다. 현재 컴퓨터 과학, 심리학, 동양의

학 등 여러 장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를 맺어 얼굴 및 얼굴 표정 인식, 다감각

적(촉각, 시각 및 공감각) 지각, 미학의 인지·계산적 관점 등의 연구 주제로 다양한 분

야에서 학업을 익히고 있다. 특히 기초과학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연구기관

인 독일의 Max Plan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그리고 영국 웨일즈의 Cardiff 

University와 협력 연구를 바탕으로 얼굴 표정의 비교문화 연구 및 얼굴 표정 인식 알고리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ntelligent Sensors and Imaging 연구실은 한재호 교수 지도하에 효과적인 광학적 뇌 

이미징을 위한 광원제작, 광 신호처리, 영상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실이

다. 연구실은 다양한 센서와 영상 기법들에 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통하여 뇌뿐만 

아니라 생체의 형태 및 기능의 전기적 또는 광학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신호와 영상들

을 추출하여 그 특성들의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명의 석^박사 통합과정(OCT로 획득된 영상의 자동 망막 층 구분 영상처리), 

1명의 석사과정(광섬유 다발 영상의 고유 잡음 제거)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광학적 뇌 

이미징을 연구하고 있다. 추후, 효과적으로 신호와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초미세 탐

침, 광공학 센서, 3D 영상 장치, 영상 신호 처리 등과 같은 차세대 기술의 연구를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하여 뇌 및 생체 조직의 정밀한 영상을 획득하며, 의료용 지능 로봇에 장착되는 마이크로 센서 기술들을 뇌공학 또는 의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및 통신 기술 분야에서도 응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컴퓨터 비젼 및 패턴 인식 연구실 (지도교수 : 이성환)

▧ Optical Bio-Signal Processing 연구실 (지도교수 : 정지채)

▧ Cognitive Systems 연구실 (지도교수 : Christian Wallraven)

▧ Intelligent Sensors and Imaging 연구실 (지도교수 : 한재호)

뇌신호처리 연구실은 이종환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과정 2명, 석사 후 연구원 1명, 석

^박사 통합과정 1명, 석사과정 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기능성 자기 공

명 영상(fMRI) 장치 및 뇌전도(EEG) 장비 등 다양한 뇌 영상 측정 장비로부터 얻어진 데

이터에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뇌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 주요 연구 목적이 있으며, 

기존 연구 내용으로는 새로운 기계 학습 방법인 독립 벡터 분석을 통한 기능성 자기 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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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 우울증, 정신 분열증, 중독증 등 각종 신경 정신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뇌신호처리 연구실 (지도교수 :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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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구

곽지현 교수의 논문 “Gating of NMDA Receptor-Mediated Hip-

pocampal Spike Timing-Dependent Potentiation by MGluR5”이 

지난 2012년 5월 Neuropharmacology 저널에 게재되었다. 본 저

널은 Pharmacology & Pharmacy 분야 Impact factor 10% 논문으로 

신경과학 및 신경약리학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 저널이다. 본 논

문은 기억 저장의 생물학적 현상인 시냅스 가소성과 관련하여, 대

사성 글루타 민산염 수용체5(mGluR5)에 의해 N-메틸-D 아스파르

트산염(NMDA) 수용체 의존 발화시간기반 시냅스 가소성(Spike 

Timing-Dependent Potentiation; STDP)이 조절될 수 있음을 밝혔

다. 시냅스 가소성의 한 종류인 STDP를 유도함에 있어서, mGluR5 

agonist가 신경세포의 발화양상에의 영향과 STDP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 결과는 기억 저장의 세포학적 기전을 밝

히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효육적 기억 저장을 위한 약물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성환 교수의 논문, “Adaptive Occlusion State Estimation for 

Human Pose Tracking under Self-Occlusions”이 전기전자공학 분

야 저널 247개 중 Impact Factor 상위 18위인 Pattern Rec ognition 

저널에 게재되었다.

본 연구는 연속적인 단안 영상으로부터의 3차원 인체 포즈 추적

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 중 자체 가려짐(인체의 한 파트가 다른 파

트를 가리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인체 구성요소 간 

가려짐 관계를 Markov Random Field(MRF)로 모델링 한, 그래피

컬 모델(이하 MRF 모델) 기반의 추적 방법을 제안한다. 가려짐 관

계 표현은 MRF 모델의 크기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추적에 소

요되는 계산 시간의 지수적 증가를 일으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즈 추적 과정을 인체 구성 추정을 먼저 수행하

고, 이 결과로부터 가려짐이 발생한 구성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대

상으로만 가려짐 상태를 추정하도록 구성하여, 계산 복잡도를 크

게 줄일 수 있었다. 

HumanEva-I의 5가지 동작(걷기, 뛰기, 제스쳐, 공 던지기-받기, 

권투)을 대상으로 구성요소 추적 성능과 가려짐 상태 추정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구성 요소 추적에서는 평균 82mm의 오차를, 가려

짐 상태 추정에서는 평균 95.56%의 정확도를 보였다.

정지채 교수의 논문 “DFT-Precoded Coherent Optical OFDM 

with Hermitian Symmetry for Fiber Nonlinearity Mitigation”이 지

난 2012년 6월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저널에 게재되었

다. 본 저널은 IEEE(국제전자전기공학회)/OSA(미국 광학회)에서 

발간하는 저널로 Fiber and cable technologies, active and passive 

guided-wave components integrated optics and optoelectronics, 

systems and subsystems, networks, and switching 분야에 이론적/

실험적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본 저널은 JCR의 Telecommunica-

tions 분야 78개 저널 중 Impact factor 기준 5위에 랭크된 상위 10% 

저널이다. 

본 논문은 광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시스템에서의 주된 문제점 중 하나인 Fiber nonlinearity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낮은 Peak to Average Power Ratio (PAPR) 값

을 갖고 전송 중에서도 낮은 PAPR을 유지하도록 최적화된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는데 공헌하였다. 차세대 무선통신시스템 중 하나

인 Long Term Evolution (LTE)에서 상향링크에 쓰이고 있는 Dis-

crete Fourier Transform spread OFDM (DFT-spread OFDM)방법

을 이용하여 작은 PAPR 값을 갖는 DFT-spread OFDM 방법을 적용

하였으며 또한 전송 중 PAPR 값이 Chromatic dispersion 및 Fiber 

nonlinearity 현상에 의해 증가되는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DFT의 

Hermitian symmetry 특성을 결합 하여 기존의 광 OFDM 방법에 비

해 낮은 PAPR 값과 기존의 광 DFT-spread OFDM 방법에 비하여 

우수한 low-PAPR 유지성을 갖는 시스템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광 송신부에서 뿐만 아니라 광 전송링크에서도 

PAPR 값의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최초로 제안하였다는 바에 있

어서 시사점이 크다.

이종환 교수의 논문 “Iterative Approach of Dual Regression 

with a Sparse Prior Enhances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for Group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Data”이 2012년 8월 NeuroImage 저널에 온라인 

게재되었다. 본 저널은 뇌 구조 및 기능과 행동관계 연구에 적용,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는 저널로써 JCR의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116개 저널 중 3위에 랭

크되어 있는 저널이다. 본 논문은 기능자기공명영상 데이터에서 

개인별 뇌기능의 공간적/시간적 활성화 패턴을 보다 정확하게 분

석하기 위하여 집단 독립분석방법에 기반을 둔 기존의 이중 회귀

분석방법을 개선하여 공간적 희소성을 고려한 반복적인 최소제곱 

분석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회귀분석과 일반선형모델을 이용하여 가상 및 실제 취득

한 기능자기공명영상 데이터를 통해 제안한 분석 기법과의 비교 

수행을 한 결과, 제안한 분석기법이 개인별 공간적/시간적 활성화 

패턴을 분석하는 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

후 더욱 정확한 뇌 기능 패턴들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들

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환 교수, “Iterative Approach of Dual Regression with a Sparse Prior 

Enhances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for 

Group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Data” 논문, IF 상

위 10% 저널인 NeuroImage에 게재

곽지현 교수, “Gating of NMDA Receptor-Mediated Hippocampal Spike 

Timing-Dependent Potentiation by MGluR5” 논문, IF 상위 10% 저널인 

Neuropharmacology에 게재

한재호 교수의 논문 “Dichloromethane Detection Based on 

Near Infrared Absorptive Sensing”이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 저널에 게재되었다.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 저널

(Impact Factor 3.78, 2011년 기준)은 Impact Factor가 본 논문이 속

한 JCR의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분야 244개 저널 중 

7위에 랭크 되어 있으며 최신의 연구 결과들을 신속하게 발간하는 

권위적인 저널이다. 

산업적으로 주요하게 사용되는 다이클로로메탄(투명하고 친유

성 액체형태)은 흡입 시 유기중독의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은 흡수 

분광학적 방법 기반에 가변파장 링 레이저를 이용한 근적외선 센

서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C-밴드 영역의 연속적인 근적외선 광원을 설계하

고 효과적으로 레이저 선 폭을 줄이기 위한 포화흡수체로서 사냑 

고리 거울을 사용했다. 어븀(Erbium) 첨가 광섬유로 간섭계를 구

성함으로써 외부잡음을 줄이고 레이저 주파수를 안정화 시킬 수 

있었다. 실험의 결과로 기존 연구보다 우수한 16pm, 0.06cm-1의 분

해능을 보임을 확인했다. 제안된 가변파장 레이저 방법은 잠재적

으로 고해상도 분자 분광법, 다양한 종류의 가스 검출, 광대역 흡수

재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재호 교수, “Dichloromethane Detection Based on Near Infrared Ab-

sorptive Sensing” 논문, IF 상위 10% 저널인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에 게재

이성환 교수, “Adaptive Occlusion State Estimation for Human Pose 

Tracking under Self-Occlusions” 논문, IF 상위 10% 저널인 Pattern Rec-

ognition에 게재

이성환 교수의 논문, “A Novel Bayesian Framework for Dis-

criminative Feature Extraction in Brain-Computer Interfaces”이 

Impact Factor 상위 1% 국제 저명 학술지인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저널에 게재되었다.

본 논문은 동작 상상에 의해 발현되는 뇌전도(EEG) 신호 분류를 

위하여, 단일프레임워크에서 주파수 필터와 공간 필터(주파수-공

간 필터)를 동시에 학습 및 최적화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

하였다는데 공헌을 인정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 대역을 

연속 확률 변수로 표현함으로써, 주파수-공간 필터학습의 문제를 

사후 확률 분포 추정의 문제로 정형화하였다. 또한 사후 확률분포

의 근사적 추정을 위하여 Modified Factored-Sampling 방법을 제

안하였으며, 특징 벡터의 클래스간 분류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관측 모델을 고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주파수-공간 필터 최적화 문제를 확

률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논문이며, 기존 방법들과 달리, 다양한 대

역폭과 이에 대응되는 공간 필터를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클래스 분류기 구성

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추정된 주파수대역의 가중치와 각 대역별 

분류기의 출력값을 이용하여 주파수-가중 레이블결정 규칙을 생

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 공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실

험에서, 기존 방법보다 우수한 인식 성능을 보였으며, 결과 분석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이성환 교수, “A Novel Bayesian Framework for Discriminative Feature 

Extraction in Brain-Computer Interfaces” 논문, IF 상위 1% 저널인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저널 게재 

정지채 교수, “DFT-Precoded Coherent Optical OFDM with Hermitian 

Symmetry for Fiber Nonlinearity Mitigation” 논문, IF 상위 10% 저널인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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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 Anil Jain 교수의 논문 “Altered Fingerprints: Analysis 

and Detection”이 지난 2012년 3월 패턴인식 및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지인 상위 1% 저널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에 게재되었다. 현재 법률 집행

과 국경 출입관리시스템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위조지문의 보안 위협 문제에 대해서는 널리 이슈가 

된 반면 지문 성형 등 수정된 지문에 대해서는 아직 그 관심이 미

비하다. 더욱이 성형된 지문을 이용하여 밀입국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 만큼 그 문제점은 심각하다. 

지문 이미지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 소프트웨어 NFIQ에서도 

일반 위조지문과 달리 수정된 지문은 지문 이미지의 질의 저하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정된 지문을 검출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정된 지문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지문의 융선 방향성과 특징점을 분석하여 

이를 검출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에서 수정된 지문을 검출할 수 있음을 보

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2011년 12월, 해외학자 Heinrich B̈ulthoff 교수의 논문 “Estima-

tion of 3D Shape from Image Orientations”이 PNAS(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

ica) 저널에 게재되었다. PNAS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

널 중의 하나로서 1914년 설립 이래 연구보고서, 리뷰 등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본래 시각의 주된 기능중 하나는 2차원

으로 보여지는 물체를 3차원의 물건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입체

시(stereopsis), 움직임 교차시(motion parallax), 그림자(shading)

등의 많고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들이 이러한 3차원 재구성과 관련

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 중에서 현재까지도 그중 잘 이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표면의 질감, surface texture marking과 관

련된 것이다. 표면의 질감, 무늬 등을 가지고 표면이 기울어진 채

로 관찰자에게 보여 지더라도, 사실 그 표면은 망막에서는 편평하

게 나타난다. 하지만 편평하게 보이더라도 3차원 모양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망막의 이미지(retinal image)’로부터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제대

로 연구 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핵심 정보들이 뇌를 통해서 얻어

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방향(orientation)에 따라, 

공간적 빈도(spatial frequency)에 따라 다르게 튜닝된 세포들의 그

룹(마치 primary visual cortex의 구조같은)에 의해 추출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으로 이러한 세포들의 그

룹을 자극할 수 있는 시각적 자극들을 제작하였다. 특정한 방향이 

있는 패턴에 2차원의 random noise를 입힌 시각자극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선명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극의 방향성을 

크게 하는 것이 3차원 물체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질감을 통해서 모양을 추정하는 

핵심적인 메카니즘이 뇌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방향성을 찾아내는 것이 3차원 물체의 모양을 인식하는

지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말해주기도 한다. 

해외학자 Klaus M̈uller 교수의 논문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MR-BCI Performance”이 지난 2011년 9월 Biological Psychology 

저널에 게재되었다.

본 저널은 전기생리학적, 심리학 실험 중 발생하는 생물화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기능의 변화로 유도되는 생물학적 내용을 포함

한 심리학적 상태 및 프로세스의 생물학적 내용에 대한 연구결과

를 게재하는 저널이다. 본 연구는, BCI의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하

여 동작상상으로 발현되는 SMR의 변조 신호를 이용하여, 단일 세

션에서의 BCI에서 성능을 예측한다. 성능 수준은 집중도와 신경생

리학적인 SMR 변조 신호 예측기로 해석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측정된 심리학적 요인들은 SMR의 변조

에 의해 제어된 BCI의 단일 세션 성능을 최적화 시키는데 큰 관계

성을 가짐을 나타낸다.

해외학자 Anil Jain 교수, “Altered Fingerprints: Analysis and Detection” 

논문, IF 상위 1% 저널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

chine Intelligence에 게재

해외학자 Heinrich B̈ulthoff 교수, “Estimation of 3D Shape from Image 

Orientations” 논문, IF 상위 1% 저널인 PNAS에 게재

해외학자 Klaus M̈uller 교수,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MR-BCI Per-

formance” 논문, IF 상위 10% 저널인 Biological Psychology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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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성과(2011. 09 ~ 2012. 08)

논문게재

분류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Impact 

Factor 

상위 1%

Heinrich  

B̈ulthoff
Estimation of 3D Shape from Image Orientations PNAS

이성환
A Novel Bayesian Framework for Discriminative Feature  

Extraction in Brain-Computer Interface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Anil  

Jain

Altered Fingerprints: Analysis and Detectio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Tag Completion for Image Retrieval

Orientation Field Estimation for Latent Fingerprint Enhancement

Partial Face Recognition: Alignment-Free Approach

Alan  

Yuille

Recursive Segmentation and Recognition Templates 

for Image Parsing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Impact 

Factor 

상위 

10%

곽지현
Gating of NMDA Receptor-Mediated Hippocampal Spike  

Timing-Dependent Potentiation by MGluR5
Neuropharmacology 

박재석

Susceptibility-Resistant Variable-Flip-Angle Turbo Spin Echo Imaging  

for Reliable Estimation of Cortical Thickness: A Feasibility Study
NeuroImage

Detection of Small Metastatic Brain Tumors: Comparison of 3D Contrast- 

Enhanced Whole-Brain Black-Blood Imaging and MP-RAGE Imaging
Investigative Radiology

이성환

Adaptive Occlusion State Estimation for Human Pose Tracking  

under Self-Occlusions Pattern Recognition

Brain Decod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Pattern Recognition

이종환

Iterative Approach of Dual Regression with a Sparse Prior Enhances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for Group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Data

NeuroImage

정지채
DFT-Precoded Coherent Optical OFDM with Hermitian Symmetry  

for Fiber Nonlinearity Mitigation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한재호 Dichloromethane Detection Based on Near Infrared Absorptive Sensing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

수상실적

수상자 저널(대회)명 논문(수상)명 비고

이성환 한국연구재단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2012년 2월 수상

곽인엽 

(석사과정) 2012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독립 성분 선택법에 기반한 원거리 생체 신호 측정 포스터부문 우수상 수상

염슬기 

(박사과정)
뇌 신호 기반 개인 생체 인증 구두발표부문 우수상 수상

이훈재 

(석사과정) International Society for  

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Rapid Combo Acquisitions for Sub-Millimeter Isotropic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Imaging (COMBO-FLAIR)

Magna Cum Laude Merit 

Award 수상

이현열 

(박사과정)

Dual-Echo Single-Slab 3D Turbo Spin Echo Imaging  

for Highly Efficient Sub-Millimeter Whole-Brain Gray Matter Imaging

Magna Cum Laude Merit 

Award 수상 

이수정 

(석사과정)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Effects of SK Channel on Phase Precession  

Relative to θ Frequency Oscillation  

of Hippocampal CA1 Pyramidal Neurons

포스터부문 우수상 수상

장현재 

(석사과정)

Inhibitory Control of Spike Timing-Dependent  

Plasticity: A NEURON Model Study
포스터부문 우수상 수상

분류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Impact 

Factor 

상위

10%

Heinrich  

B̈ulthoff

Human Areas V3A and V6 Compensate for Self-Induced  

Planar Visual Motion
Neuron

Render Me Real? Investigating the Effect of Render Style  

on the Perception of Animated Virtual Humans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Is the Map in Our Head Oriented North? Psychological Science

Bilateral Shared Control of Multiple Quadrotors: Balancing Autonomy  

and Human Assistance with a Group of UAVs
IEEE Robotics & Automation Magazine

Visual Motion Responses in the Posterior Cingulate Sulcus:  

A Comparison to V5/MT and MST Cerebral Cortex

What the Human Brain Likes about Facial Motion

Human-Centered Design and Evaluation of Haptic Cueing  

for Teleoperation of Multiple Mobile Robots 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Part B-CyberneticsA New View on Biodynamic Feed through Analysis:  

Unifying the Effects on Forces and Positions

Daniel  

Kersten

Visual Motion and the Perception of Surface Material

Current BiologyOpposite Modulation of High-and Low-Level Visual Aftereffects  

by Perceptual Grouping

Klaus 

M̈uller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MR-BCI Performance Biological Psychology

Toward a Direct Measure of Video Quality Perception Using EEG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Algebraic Geometric Comparison of Probability Distributions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Finding Density Functionals with Machine Learning Physical Review Letters

Improved Decoding of Neural Activity from fMRI Signals  

Using Non-Separable Spatiotemporal Deconvolutions NeuroImage

Enhanced Performance by a Hybrid NIRS-EEG Brain Computer Interfac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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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 활동 실적

참여교수_초청강연 국내 

발표자 학술회의명 발표논문명 주관기관 일시

곽지현

Korea Society for Computational  

Neuroscience Winter School
Temporal Coding 한국계산뇌과학회 2012.01.09

Cogno-Mechatronics Seminar Introduction to Neural Coding
부산대학교  

인지메카트로닉스공학과
2012.03.13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Biophysics Seminar 
Neural Codes and Spike Timing-Dependent Plasticity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2012.04.19

서울대학교 뇌과학 세미나
Single Neuron Computation:  

From Neural Codes to Synaptic Plasticity
서울대학교 뇌과학협동과정 2012.06.08

김동주 2012 수두증 심포지엄 Novel Diagnostic Tools for Hydrocephalus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2012.05.10

민병경

제30회 한국 음향학회 학술대회
Focused Ultrasound: A Potent Non-Invasive  

Neuro-Modulatory Tool
한국음향학회 2011.11.10

2011 대한 스트레스 학회  

추계 심포지움
뇌파와 명상 대한스트레스학회 2011.12.03

한국 뇌공학회 창립 총회 Brain-Brain Interface 한국뇌공학회 2012.03.16

이성환

제6회 스마트 정부(Gov 3.0)  

오픈 포럼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뇌공학 연구의 현황 및 전망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09.21

계명대학교 세미나 뇌공학: 융합 기술 연구의 새로운 도전 계명대학교 2011.10.17

아주대학교 세미나
Human Brain Decoding: State-of-the-Art and Future 

Challenges
아주대학교 2011.11.24

연세대학교 세미나 뇌과학과 IT의 만남 연세대학교 2012.03.21

참여교수_ 초청강연 국제 

발표자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발표논문명 주관기관 일시

민병경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KOR Brain-Brain Interface

WCU Research Division for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2012.06.01

이성환

The 11th Japan-Korea-China 

Joint Workshop  

on Neurobiology and 

Neuroinformatics

JAP

EEG-Based Person Authentication  

Using Face-Specific 

Self-Representation

Japanese Neural Network 

Society
2011.12.18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Mind
USA

A Bayesian Approach for Feature Extraction  

in EEG-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Brain-Mind Institute 2012.07.14

2012 US-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USA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New Challenges in Multidisciplinary Research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2012.08.08

이종환

The 11th Japan-Korea-China 

Joint Workshop  

On Neurobiology and 

Neuroinformatics

JAP

Default-Mode Networks (DMNs) from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Data:  

Analytical Options and 

Potential Clinical Implications

Japanese Neural Network 

Society (JNNS)
2011.12.19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KOR
Resting-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an fMRI Study

WCU Research Division for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2012.05.31

(2) 특허 출원(등록) 실적

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출원(등록) 번호

박재석

자기공명영상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자기공명 영상 획득 방법 출원번호 10-2012-0039964

자기공명영상장치 및 이를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 출원번호 10-2012-0032492

선택적 회질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자기공명 영상 획득 방법
출원번호 10-2012-0035696

이성환

적외선 영상을 이용한 생체 신호 측정 방법 및 장치 출원번호 10-2012-0065887

뇌파를 이용한 뉴로 드라이빙 훈련 방법 및 장치 출원번호 10-2012-0064265

대화형 표정 인식 장치 및 방법과 이에 관한 기록매체 출원번호 10-2012-0079070

뇌 신호를 이용한 생체 인증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10-2012-0069948 

이종환 가상 fMRI 데이터 생성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10-2012-0065451

정지채

주파수 영역 광간섭 단층촬영 정보처리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10-2011-0123691 

광케이블용 홀더 및 이를 이 용하는 광 계측 장치 출원번호 10-2012-0026787

저잡음 증폭기 및 증폭기의 이득 제어회로 등록번호 10-1145347

발표자 학술회의명 발표논문명 주관기관 일시

이성환

한양대학교 콜로퀴움 융합 연구로서의 뇌공학: 현황 및 전망 한양대학교 2012.04.09

경희대학교 콜로퀴움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New Challenges  

in Multidisciplinary Research
경희대학교 2012.04.27

이종환

Korea Society  

of Human Brain Mapping

Default-Mode Networks (DMNs) of the Human Brain  

from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Analysis

대한뇌기능매핑학회 2011.11.04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Brain Signal Processing Using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Data
한국정보과학회 2012.02.01

한국뇌공학회 자기공명영상기반 뇌공학연구 현황 및 전망 한국뇌공학회 2012.03.16

한재호 제20회 광자기술학술회의 생체의용 간섭성 영역의 근적외선 내시경 이미징 한국광학회 2011.12.02

Alan  

Yuille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해외석학 수요 공개강좌

Machine Learning for Object Detection and Clas-

sification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2011.09.21

Heinrich  

B̈ulthoff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해외석학 수요 공개강좌

Science and Science Fiction: Closing the Loop  

between Perception and Technology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2011.10.05

Daniel  

Kersten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해외석학 수요 공개강좌
Using Visual Illusions to Understand the Brain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2011.10.19

Anil

Jain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해외석학 수요 공개강좌
Automatic Face Recognition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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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_ 기조연설 국제 

발표자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발표논문명 주관기관 일시

이성환
The 4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Medical Engineering and Informatics
CHI

Human Brain Decoding: 

State of the Art and Future Challenges
IAPR 2011.10.15

Anil Jain
The 6th Chinese Conference  

on Biometric Recognition
CHI

Biometrics: 

Some Challenges in Forensics

National Laboratory  

for Pattern Recognition
2011.12.03

Heinrich  

B̈ulthoff

The 19th Pacific Conference on 

Computer Graphics  

and Applications(Pacific Graphics 2011)

TAI

Perceptual Graphics: 

Closing the Loop between Perception, 

Graphics and Computer Vision

PG Committee 2011.09.22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IROS 2011)

USA Plenary II: BioRobotics IEEE 2011.09.27

Abu Dhabi Air Expo (2012): 

Helicopter Conference
UAE

myCopter: Enabling Technologies  

for Personal Aerial Transportation 

Systems

Abu Dhabi  

Air Expo Committee
2012.03.07

Klaus  

M̈uller
HIVE Workshop GER

Brain-Computer and 

Computer-Brain Interfaces
Charit́e Berlin 2012.04.27

Alan  

Yuille

Sino-Foreign-Interchange Workshop on  

Intelligence Science and Intelligent 

Data Engineering

CHI
Learning Hierarchical Models of 

Objects and Visual Scenes

Northwestern  

Polytechnical University
2011.10.23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제 

지도 

교수
발표자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발표논문명 주관기관 일시

이성환

감태의

The 1st Asi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CHI

Time-Dependent Common Spatial 

Patterns Optimization  

for EEG Signal Classification
IEEE

2011.11.28

조남규 CHI

Nonflat Observation Model and Adaptive 

Depth Order Estimation  

for 3D Human Pose Tracking

2011.11.28

이종환

김동율

The 21st Annual Conference of the 

Japanese 

Neural Network Society(JNNS2011)

JAP

Iterative Dual-Regression with Sparse  

Prior to Estimate Individual Neuronal Activations  

from Group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Data

Japanese  

Neural Network 

Society

2011.12.17

김용환

2011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SMC)

USA

Reproducibility and Variability of Default-Mode 

Networks from Functional MRI:

Comparison between Random- and  

Mixed-Effect Group Statistics

IEEE 2011.10.09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학술회의명 발표논문명 주관기관 일시

이성환

강동오

제38회 한국정보과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다중 센서 바이오 음향 신호 인식에 의한 착용형 HCI 설계

한국정보과

학회

2011.11.25

유수곤 깊이 영상에서 외형 기반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3차원 손 포즈 추정 2011.11.25

최은수 인간의 인지 특성을 이용한 조명 변화에 강인한 얼굴 인식 2011.11.25

염슬기,  

석흥일 2012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뇌 신호 기반 개인 생체 인증 한국인지과

학회
2012.06.02

조남규 인체 구성요소 분석을 위한 변형 가능한 구성 모델

이종환

김중회

2012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Estimation of Hemodynamic Response Functions from  

Motor Execution and Imagery Tasks Using a Functional MRI Data

한국인지과

학회

2012.06.02

김동율
Comparison of Analytical Results of Functional MRI Data  

from Multiple Subjects Based on Their Spatiotemporal Features
2012.06.02

강호중
Functional Connectivity Related to Speech Perception:  

A Functional MRI Study
2012.06.02

정지채

강성용
2011년도 정보 및 제어 

학술대회
간섭 공분산 행렬의 예측에 따른 MIMO-STAP의 성능 분석 대한전기학회 2011.10.21

신재영
2011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
실내 전력선 통신의 Outage 확률 성능 변화 연구 한국통신학회 2011.11.19

심재민
2011년도 한국전자파학회 

종합학술발표회 
5.2 GHz 대역에서의 저전력 저잡음 증폭기 설계

한국전자파

학회
2011.11.25

김지현

제20회 광자기술 학술회의 

다중 채널 근적외선 분광 시스템을 이용한 운동 임무에 대한  

혈류역학 응답 측정

한국광학회

2011.12.01

성민규
DFT Precoding 방법과 Hermitian Symmetry 특성을 이용한  

광 코히어런트 OFDM 시스템의 전송 성능 분석
2011.12.01

박진희
제 19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A Study on Measurement of Hemodynamic Response for  

Short Duration Motor Task Using Near-Infrared Spectroscopy(NIRS)
2012.05.17

발표자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발표논문명 주관기관 일시

한재호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KOR

Interventional Imaging Based on 

Partial Coherence  

Near Infrared Laser Interferometry

WCU Research Division for 

Brain and Cognitive Engineer-

ing, Korea University

2012.06.01

Anil  

Jain

Invited Lecture THI Face Recognition in Forensics and Beyond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2012.03.27

Invited Lecture CHI Automatic Face Recognition
City University of 

Hongkong
2012.06.14

Invited Lecture CHI Automatic Face Recognition Chinese Academy of Science 2012.06.19

Heinrich 

B̈ulthoff

CITEC Colloquium 

Vision Science 2012
GER

The Cybernetic Approach to 

Perception and Action
Universiẗat Bielefeld 2012.05.23

The 5th Schunk International 

Expertdays: Service Robotics
GER Flying Robots and Flying Cars Schunk 2012.03.01

Daniel  

Kersten

Invited Lecture USA
Perceiving Object Materials:  

From Lightness to Shinines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erkeley CA
2012.04.06

Psychology Colloquium USA
Computational and Neuroimaging 

Approaches to Human Object Percep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
2012.04.16

Klaus  

M̈uller

Robotics Research Group Tutorial ENG
Multiple Kernel Learning and 

Some Applications in Image Anotation
Oxford University 2012.05.14

Department Tutorial GER Recent Advances in Neurotechnology MPI T̈ubingen 2012.05.21

Workshop: Man-Machine

Interfaces for Prosthetics
AUS

Machine Learning and ist Applications  

in Biomedical Engineering

Otto Bock HealthCare 

Products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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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연구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지도교수 발표자 학술회의명 발표논문명 주관기관 일시

이성환

강동오

2012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원거리 근적외선 얼굴 인식에서 

얼굴 구성요소의 영향분석

한국인지과학회 2012.06.02

김상준 멤리스터에 기반한 시냅스 모델링 기술의 현황 및 분석

백승엽
얼굴 표정 자극에 대한 동적 인과 모델링에 기반한 

감성 상태에서의 유효 연결성 조사

Shen  

Hongfan
물체 형태에 따른 밝기 인지의 변화

염슬기,  

김일화,  

김정우

위험 상황 자동 인지를 위한 Unity 3D 기반  

차량 운전 시뮬레이터의 설계

이동규
군중 영상에서의 비정상 행동 검출을 위한 

움직임 영향력 지도

조성식 수화 동영상에서의 수기 신호 분할 및 인식

허동철 동적 조건부 임의 필드에 기반한 대화형 얼굴 표정 인식

이종환

이한길
2011년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

Hyper-Activation from fMRI within Orbitofrontal Cortex  

during Smoking Cessation
대한뇌기능매핑학회 2011.11.04

강호중
Primary Auditory Area Activations to Binaural and

 Monaural Hearing from fMRI Data

김동율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Generation of Semi-Artificial fMRI Based on 

Resting-State fMRI Data

한국정보과학회 2012.01.31

이한길
The Circuitry Related with Smoking Desire in Human 

Brain: fMRI Study Via Visual Block Paradigm

강호중
Bilateralization of the Human Brain Enhances Speech 

Perception? Evidence from Functional MRI Study

김중회

Does Smoking Desire Elicit Neuronal Circuitry in 

Mesolimbic Pathway? 

Evidence from Functional MRI Study

김용환
Iterative Dual-Regression Approach with a Sparse  

Prior Toward Group fMRI Data Analysis

한재호 이천양
2012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마가렛 대처 착시 영상의 회전 정도에 따른 

부조화 인지도 평가
한국인지과학회 2012.06.02

지도 

교수
발표자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발표논문명 주관기관 일시

Christian  

Wallraven

김보라

The 8th Asia-Pacific 

Conference on Vision

KOR

Mapping the Other-Race-Effect in 

Face Recognition  

Using a Three-Experiment Test Battery
i-Perception

2012.07.13

이혜미 KOR

When the World Changes in Your Hands: 

Similarity Ratings  

of Objects Morphing During Active Exploration

2012.07.13

Heinrich 

B̈ulthoff
김준석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s and 

Systems

KOR

Haptic Feedback Cues Can Improve 

Human Perceptual Awareness  

in Multi-Robots Teleoperation
IEEE

2011.10.28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USA

Measuring an Operator's Maneuverability 

Performance in the Haptic 

Teleoperation of Multiple Robots

2011.09.25

대학원생_포스터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학술회의명 발표논문명 주관기관 일시

이성환

석흥일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Class-Discriminative Feature Extraction  

in Brain-Computer Interfaces

한국정보과학회 2012.01.31

허동철
Recognition of Conversational Expressions based  

on Hidden Conditional Random Fields

조남규
Hierarchical Configural Deformable Templates for 

Human Body Parsing under Self-Occlusion

Ding  

Xiaoyu

Performance Analysis of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Algorithms in Detecting 

Task-Related Brain Activities from 

Visuomotor Task fMRI Data

염슬기,  

석흥일

A New EEG-Based Biometrics Using Face-Specific  

Visual Self-Representation

박기희
fMRI Based Natural Facial Motion Decoding  

Using Sparse Logistic Regression

곽인엽
Remote Physiological Signal Measurement Based  

on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최은수
Illumination Invariant Face Recognition Inspired by 

Human Perception

감태의
Reflectance Adaptation to Surface Material of

 Moving Objects

Shen  

Hongfan

Context Effects in Luminance Judgments of 

Complex Objects

Ding  

Xiaoyu
2012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Estimation of Spatially Overlapped Neuronal 

Activations Using a Series of Spatial- and 

Temporal-Domain ICA
한국인지과학회 2012.06.02

감태의 움직이는 물체의 표면 재질에 대한 시각 적응

곽인엽 독립 성분 선택법에 기반한 원거리 생체 신호 측정

대학원생_포스터발표 국제 

지도 

교수
발표자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발표논문명 주관기관 일시

곽지현

박상건

2011 KSBNS,  

MCCS-Asia Joint Meeting

KOR

Phase Response Properties of 

Entorhinal Cortex Layer V  

Pyramidal and Multipolar Neurons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 Molecular  

& Cellular Cognition 

Society

2011.09.19

김민철 KOR

Spike Rate Adaptation as an 

Intrinsic Mechanism Underlying 

Theta Phase Precession in Adaptive 

Integrate and Fire Neur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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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연구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지도 

교수
발표자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발표논문명 주관기관 일시

곽지현

장현재

2011 KSBNS,  

MCCS-Asia Joint Meeting

KOR

GABAergic Maturation with Development 

Changes the Spike Timing-Dependent 

Plasticity Induction Rules in 

Hippocampal Neural Network.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 Molecular  

& Cellular Cognition 

Society

2011.09.19

이수정,  

김민철
KOR

Ramp-Like Input Generates Phase 

Precession Relative to Theta-Frequency 

Oscillation in Hippocampal CA1 

Pyramidal Neuron

박상건

The 41st Annual Meeting  

for Society for Neuroscience

USA

Inhibitory Synaptic Input Location-Depen-

dence of the Control of Spike 

Timing During Theta-Frequency Oscillation  

in Hippocampal CA1 Pyramidal Neuron: 

A NEURON Model Study
Society for 

Neuroscience
2011.11.12

김민철 USA

Effect of Spike Rate Adaptation on 

Phase Precession  

in Adaptive Integrate-and-Fire Neuron Model

이수정

The 8th FENS Forum of 

Neuroscience

SPA

Kv7 Channels Differentially Modulate 

Excitability of Layer II and V  

Pyramidal Neurons in Rat Auditory Cortex The Federation of Euro-

pean  

Neuroscience 

Societies 

2012.07.15

장현재 SPA

Decreased A-type K+ Current Alters the 

Spike Timing-Dependent Plasticity Induction 

Rule In Hippocmpal Network Model: 

A NEURON Model Study

2012.07.17

박재석

박수형

ISMRM 20th Annual Meeting

AUS

Optimal Combination of High Frequency 

Sub-Band Compressed Sensing and Parallel 

Imaging : Consideration of Local and 

Global Characteristics of K-Space

International Society  

for 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2012.05.04  

~ 

2012.05.11
이현열 AUS

Dual-Echo Single-Slab 3D Turbo Spin Echo 

Imaging for Highly Efficient Sub-Millimeter

 Whole-Brain Gray Matter Imaging

이훈재 AUS

Rapid Combo Acquisitions for Sub- Millimeter 

Isotropic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Imaging (Combo-FLAIR)

이성환

감태의 Vision Sciences Society USA
Visual Adaptation to 

Reflectance-Specific Image Motion
Vision Sciences Society 2012.05.11

석흥일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KOR

A Bayesian Framework for 

Single-Trial EEG Classification  

in Brain-Computer Interface
WCU Research Division 

for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2012.05.31염슬기 KOR
Person Authentication from Neural Activity  

of Face-Specific Visual Self-Representation

곽인엽 KOR

Remote Physiological Signal 

Measurement Using Statistical 

Features Related to Blood Volume

지도 

교수
발표자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발표논문명 주관기관 일시

이성환

Shen  

Hongfan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KOR
Lightness Perception Changes by 

Object Contour
WCU Research Division 

for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2012.05.31
Ding  

Xiaoyu
KOR

Changes of Functional Connectivity in 

Default-Mode Network by Smoking 

Replenishment in Abstinent Smokers: 

A Resting-State fMRI Study

이종환

김동율

The 11th Japan-Korea-China  

Joint Workshop On 

Neurobiology and 

Neuroinformatics(NBNI2011)

JAP
Quantitative Evaluation of Analytical 

Methods for Group fMRI Data

Japanese Neural 

Network Society
2011.12.18

김동율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KOR

Inter-Stimulus Variability in the BOLD 

Response:  

Evidence from fMRI Study

WCU Research Division 

for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2012.05.31김중회 KOR

Variability of Hemodynamic Response 

Functions from  

Motor Execution and Imagery 

Tasks Using a Functional MRI Data

강호중 KOR

Functional Network Related with 

Language Function:  

A Functional MRI Study

김용환

The 18th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2012)

CHI

Does Brightness Matter during Rest? 

Evidence from the Resting-State 

Functional MRI Data Analysis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2012.06.11

이한길 CHI

Does the Medial Orbitofrontal Activation 

Reflect Smoking Desire?  

Functional MRI Study

2012.06.13

강호중 CHI

Bilateralization of the Human Brain 

Enhances Speech Perception?  

Evidence from Functional MRI Study

2012.06.12

한재호 이천양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KOR

Pixelation Noise Removal Based on 

Spatio-Spectral Filtering  

Processes for High-Resolution Endoscopy

WCU Research Division 

for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2012.05.31

Christian 

Wallraven

신아영

8th Asia-Pacific Conference 

on Vision

KOR

Similar Dimensions Underlie Emotional and 

Conversational  

Expressions in Korean and 

German Cultural Contexts

i-Perception 2012.07.13이해나 KOR

The KU Facial Expression Database: a Vali-

dated Database  

of Emotional and Conversational Expressions

채윤병 KOR

An Amplification of Feedback from 

Facial Muscles Strengthened 

Sympathetic Activations to 

Emotional Facial Cues

Heinrich  

B̈ulthoff
정원모

Asia-Pacific Conference on 

Vision
KOR What Gives a Face Its Race? APCV Committee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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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동정 교수 동정

2011년 11월 7일 뇌공학과 한재호 교

수는 고려대 총장 명의로 수여되는 석탑

강의상을 수상하였다. 석탑강의상은 매 

학기말에 실시되는 수강생 강의평가에

서 강의평점이 계열별 상위 10% 이내에 

속하고 수강생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은 

교원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상으로 부

가적으로는 강의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로서 지난 1년간 176강좌가 선별되었다. 교우회관에서 열린 ‘석

탑강의상 수여식 및 교우회장 초청 만찬’에 참석해 총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들이 함께한 가운데 상패를 수상하였다. 한재호 교수

가 한 학기동안 담당한 광통신공학은 광통신 및 광전자소자의 원

리와 이론을 소개하는 전공과목으로서 광학 및 광소자의 기본원

리를 이해하고, 광통신 시스템의 설계를 목표로 강의했다. 이를 

위해 레이저, 광 검출기, 광섬유 도파관과 같은 주요 광통신 시스

템의 구성요소를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

와 미디어를 동원해 강의를 구성해 왔다.

또한, 한재호 교수는 2011년 2학기 ‘빛과 첨단사고’ 강의로 우

수강의상(상위 30%)을 수상하였다. ‘빛과 첨단사고’ 수업은 생

활 속에서 늘 함께 있는 빛에 대해 생각해보며 일상 가운데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는 빛에 대한 학부 핵심교양 강좌이다. 본 강좌

는 여러 방면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빛에 대한 기본적인 이

해를 돕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며, 빛의 다양한 활용뿐

만 아니라 빛에 대한 넓은 안목과 견해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

며, 배경지식이 없어도 쉽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예제를 통해 학생

들에게 강의했다.

해외 석학 Alan Yuille 교수는 2011년 11월 13일에 스페인 UNI-

VERSITAT AUTÒNOMA DE BARCELONA에서 개최된 제1회 

IEEE Workshop on Information Theory i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이하 WITCVPR)의 프로그램 조직위원으로 

참가하였다. 

WITCVPR의 참가자들은 정보 이론에 기반한 컴퓨터 비전에

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링 기법 및 그에 따른 여러 방법들

을 다루었으며, Alan Yuille 교수 본인도 직접 발표자로 참가하여 

Learning Hierarchical Models of Objects and Visual Scenes이란 

제목의 주제로 계층 구조 모델을 이용하여 영상에서의 객체 분석 

및 장면 분석을 하는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다.

해외 석학 Hein-

rich B̈ulthoff 교수가 

2012년 3월 5~7일간

에 걸쳐서 아랍에미

리트 Al Bateen Ex-

ecutive Airport 에서 

개최된 Abu Dhabi 

Air Expo 행사에 Helicopter Conference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되

었다. 자신이 이끌고 있는 EU Project인 myCopter 프로젝트에 관

한 연구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기조연설에 B̈ulthoff 교수는 개인

용 헬리콥터의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반시설, 인용 헬리콥터

의 안정성, 안전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언급하였고, 현재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많은 목표들을 설명하고, 개인용 헬리

콥터의 사용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을 제시했다. 이 강연

을 통해 다양한 헬리콥터 전문가들이 회전식 날개를 가진 비행기

체들의 현재와 미래를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민병경 교수는 최근에 서울대 의학연구원에 설립된, 국가 참조 

표준(지식경제부 지정) 한국인 뇌파 데이터 센터의 전문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한국인 뇌파 데이터 센터는 뇌의 새로운 관점 확보 

및 뇌 관련 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 관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량화 뇌파데이터를 구축하며, 인지능력 및 정신

건강 향상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는 뇌신경 IT 기반 뉴로툴 산업

의 견인차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다. 

민병경 교수 이외에, 한양대 생체의공학과 임창환 교수,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 진승현 교수, 일산 백병원 신경정신과 이승환 교수 

등 총 4명이 전문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민병경 교수는 9월 1일자로 뇌파 및 

생체 신호 측정 기기 업체인 ‘㈜ 라이프

텍’과 노하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

였다. 노하우 기술은 포토 다이오드와 

자극 발생 트리거 신호를 이용한 실제 자극 제시 시간을 알게 해 

주는 기술로 심리학이나 인지 신경과학 연구에 있어서, 1/1000초 

이상의 정밀한 시간 해상도가 요구되는 실험에서 정밀한 자극 제

시 시점을 알게 해주는 기술로, 뇌파 연구를 포함해서, 국내 인지 

신경과학 연구실 등에 보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1월 31일 제1차 실행이사회에서 학회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KAIST 이수영 교수를 회장으로 본교 뇌공학과 주임교

수 이성환 교수와 한양대 서일홍 교수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

며,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3월 16일 대전 KAIST CHiPS 1층 강당에서 한국뇌공학회 창립 

워크샵 및 제2차 실행이사회가 열렸고, 임원진을 확대 개편하였

다. 본교 뇌공학과 민병경 교수와 김동주 교수가 국제협력이사

로 선임되었다. 

본 학회는 뇌공학 관련분야 (뇌신경정보학, 뉴로엔지니어링, 

뉴로피드백, 신경회로망, 기계학습, 뇌기계인터페이스, 진화연산 

등)에 대한 학술 연구를 주도하고, 학술교류 및 활동을 통해 회원

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뇌공학 응용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

업을 발굴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의 소

재지는 KAIST 뇌연구센터로 하고,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2 IEEE SMC 학술대회에서 한국뇌공학회 스페셜 세션을 기획

하고 있고, 연간 2회의 정기 학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뇌주간 행사의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하였다.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석좌 

교수이자 뇌공학과 해외 석학 교수

인 Anil Jain 교수는 미국, 중국, 태

국 등 해외 각국을 오가며 연구 중인 

Biometrics에 관해 발표하고, 패턴인

식 및 인공지능 분야 최고 권위 학술

지인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에 저널 “Altered Fingerprints: Analysis and Detection”, “Tag 

Completion for Image Retrieval” 을 게재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1년 9월 저서 ‘Handbook of Face Recognition’과 ‘Introduc-

tion to Biometrics’를 주저자로 출판하였으며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metrics에서 General Chair로 선임되었다. 또

한, 2012년 3월 INDIA Forbes에서 선정한 ‘18 Indian Minds Who 

Are Doing Cutting Edge Work’에 선정되었으며 패턴인식 및 바

이오인식 분야의 최고 권위자임을 증명했다. 

한재호 교수, 2011년 ‘석탑강의상’ 수상

해외 석학 Alan Yuille 교수, IEEE WITCVPR 프로그램 조직위원으로 참가

해외 석학 Anil Jain 교수, 18 Indian Minds Who Are Doing Cutting Edge Work에 선정, 

그 외 다양한 학술대회 참가 및 교류 활동

해외 석학 Heinrich B̈ulthoff 교수, Abu Dhabi Air Expo 행사에 Helicopter Conference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

이성환 교수, 한국뇌공학회 부회장 선출 / 민병경 교수 및 김동주 교수 국제협력이사 선임

민병경 교수, 한국인 뇌파 데이터 센터 전문위원으로 선임

민병경 교수, (주) 라이프텍과 노하우 기술 이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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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전국 대학생 바이오 및 뇌공학 경시대회 개최   ||||||||||

제2회 전국 대학생 바이오 및 뇌공학 경시대회가 지난 4월 28일, 

KAIST 정문술빌딩에서 열렸다. KAIST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뇌공

학과,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한양대학교 생체공학과가 공동 주

관한 이번 대회에서 바이오 및 뇌공학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시험을 치렀다.

경시 과목은 학부 2~3학년 수준의 4과목으로, 필수 2과목과 선택 2

과목(2과목 중 택 1)이었다. 필수 과목은 바이오공학 개론(Introduc-

tion to Bioengineering), 신경과학 개론(Introduction to Neurosci-

ence)이고, 선택 과목은 인체생리학 개론(Introduction to Anatomy 

and Physiology)과 뇌영상공학 개론(Introduction to Brain Imaging 

Engineering)이었다.

이번 경시대회 대상 및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10명의 수상자에

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졌다.

앞으로도 전국 대학생 바이오 및 뇌공학 경시대회는 미래 성장 산업의 하나인 바이오 및 뇌공학 

분야의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전망이다.

||||||||||   제4회 뇌공학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하나스퀘어에서 

제4회 뇌공학 국제 심포지엄(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이 열렸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뇌공학 국제 심포지엄에

는 250여 명의 교수와 학생, 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일본 Kyoto 대학의 Shin Ishii 교수의 세션을 시작으로, 일본 ATR Brain In-

formation Communications Research Lab의 Jun Morimoto 박사, 미국 Naval 

Postgraduate School의 양지현 박사 등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또한 뇌공학과

의 곽지현, 김동주, 민병경, 박재석, 이성환, Christian Wallraven 교수의 세션 

참여로 뇌인지과학, 패턴인식, 뇌공학 분야의 깊이 있는 강연이 진행되었으

며, 대학원생들의 최신 포스터 연구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뇌공학 국제 심포지엄은 2009년 WCU 뇌공학 연구 사업 출범을 기념하며 

처음 열린 이래,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독일, 미국, 일본 등 세계 석학들이 참

석해 뇌공학 관련된 깊이 있는 강연을 진행한다. 이 심포지엄은 학계의 동향을 살피고, 새로운 

연구 방법 및 기술 모델을 제시하며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   2012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2012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6월 2일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하나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인지과학회가 주최하고 고려

대학교 WCU 뇌공학연구사업단이 주관했으며, ‘융복합의 중심 : 인지과학’이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을 거쳐 162명이 참석한 가운데, ‘fMRI 연구 분석 

방법론’과 ‘User Interface’에 대해 ThinkUser 연구소 박수진 박사 등 4명의 강

사가 강연했다. 또한 인지심리, 인지신경과학, 뇌공학 분야 학술 논문 발표와 

강연이 이어졌다. 학생포스터 전시 및 발표 시간에는 융복합 인지과학의 연구

와 학계 동향을 살피는 토론의 장이 되기도 했다. 

행사의 마지막으로 인지과학 논문상 학생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 우수상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학술대회 참석자들에게 인지과학회 기증 도서를 전달하

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   2012년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개최   ||||||||||

한국인지과학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사업

단과 뇌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에서 주관한 2012년 한국뇌과

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가 7월 9일 ~ 13일 닷새 동안 고려대학

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에서 개최되었다. 

2012년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입교 대상자는 

2011년 한국 뇌과학 올림피아드와 2012년 한국 뇌과학 올림

피아드에서 고등부 동상 이상 입상자 총 20명으로 구성되었

으며, 2012년 국제 뇌올림피아드 경시대회에 참가할 국가 대

표를 뽑는 행사였다.

이번 여름학교는 뇌 신경과학, 인지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의 4 분야의 기초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 후, 각 분야에 대한 평

가를 통하여 최종 1명이 선발되었으며, 2012년 국제 뇌올림

피아드 경시대회 국가 대표는 정찬희 군(서울과학고등학교 3

학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가하였다. 

2012년 국제 뇌올림피아드는 2012년 7월 22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Cape Town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제 뇌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국

가 대표에게는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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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 신경과학교실 공동 워크샵 개최   ||||||||||

지난 7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회 고려대학교 뇌공학과-의과

대학 신경과학교실 공동 워크샵이 열렸다. 금번 워크샵에는 뇌공학과 7

명 교수와 신경과학교실 7명 교수(안암병원 4명, 구로병원 2명, 안산병

원 1명)가 참여하였다.

본 워크샵은 정지채(정보통신대학장), 박건우(의무교학처장), 이성

환(뇌공학과 주임 교수 및 WCU 뇌공학연구사업단장) 그리고 김병조

(신경외과장) 교수를 중심으로 기획되었으며, WCU 뇌공학연구사업단 

지원 하에 진행되었다. 본 워크샵에서는 뇌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각 교수들의 연구 현황 및 방향 그리고 공동 연구를 통한 학문

적 시너지의 잠재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뇌에 대하여 공

학과 의학의 차별적 시각 즉, 타전공의 부족한 이해와 전문적 의사소통

의 한계를 개선하고 학문적 융합으로 승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으

며,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위하여 양자 간 정기적 워크샵 개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궁극적으로 본 워크샵을 통하여 두 학과의 학자 간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 공동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뇌공학과와 뇌의학의 진정한 연

구 협연을 통해 보다 진보적인 학문적 발전을 해 나갈 기회가 되었다.

||||||||||   제3회 뇌공학 단기 강좌(뇌신호처리의 이론 및 실습) 개최   ||||||||||

2012년 8월 2일부터 이틀 동안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에서 제3회 뇌공학 단기 강좌가 

열렸다. 이 강좌는 대학(원)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뇌공학 기초 원리 이해와 뇌 신호 처리 

기술 습득 등을 목표로 개최됐다. 뇌공학 기초 이론에 대한 강의와 함께 신경 신호 및 뇌 영상 신

호 처리를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제3회 단기강좌 프로그램 

날짜 시간 내용 강사

8월2일 

목요일

08:30-09:00 개회 및 오리엔테이션 이성환 교수

09:00-12:00 신경 계산 모델링 개론 곽지현 교수

12:00-14:00 중          식

14:00-17:00 뇌생리 신호 이해 및 모델링 김동주 교수

8월3일 

금요일

09:00-12:00 초음파를 사용한 신경 기능 제어 민병경 교수

12:00-14:00 중          식

14:00-17:00 초미세 뇌 영상을 위한 광학 기술 한재호 교수

17:00-17:30 성취도 평가

17:30-18:00 수  료  식

||||||||||   2012년 1학기 콜로퀴엄   ||||||||||

연번 일시 주제 연사 소속 장소

1 03월 05일 스마트 시대의 가치 창출 김진형 교수 KAIST 소프트웨어대학원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2 03월 12일
Cerebral Monitoring and Infusion Study  

in Patients with Neuro-disorders
김동주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3 03월 19일 Nonlinear Dynamics of Heart and Brain 이경진 교수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4 03월 26일 생체 신호에 의한 Synaptic Plasticity의 조절 최세영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신경생물학교실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5 04월 02일
Focused Ultrasound: A Potent Non-invasive  

Neuro-modulatory Tool
민병경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6 04월 09일 Electrocorticography의  최신 연구 동향 김지완 박사
전자부품연구원 

플렉서블디스플레이연구센터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7 04월 16일 유전 알고리즘과 문제공간 탐색: 그 매력과 한계 문병로 교수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8 04월 23일 Neural Mechanisms of Motivational Process 김성일 교수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9 04월 30일 Bionics 기술을 이용한 신경 신호 인터페이스 기술 윤인찬 박사
KIST 의공학연구소  

바이오닉스연구단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10 05월 07일 인터넷 욕설의 진화유전학 조환규 교수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11 05월 14일 마음이 통하는 사회 감성의 뇌신경학적 기전 황민철 교수
상명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부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12 05월 21일 컴퓨터 햅틱 기술과 이의 응용 박진아 교수 KAIST 전산학과 우정정보통신관 604호

13 06월 04일 양안시와 3D 디스플레이 김승현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14 06월 11일 Computational Modeling of Brain Functions 조명원 교수 성신여대 글로벌의과학과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   초청 강연   ||||||||||

연번 일시 연사 소속 주제 장소

1 02월 16일
Francesco  

Carlo Morabito 박사
University Mediterranea of Reggio C. Italy

Complexity Measures for 

Bioelectric Signals 
우정정보통신관 205호 

2 02월 20일 Xiaoyi Jiang 교수 University of M̈unster, Germany
Introduction to Pattern Recognition:  

Fundamentals and Applications
우정정보통신관 205호 

3 04월 19일 Pascal Fua 교수
School of Computer and  

Communication Sciences, EPFL

Modeling Brain Circuitry over  

a Wide Range of Scales
우정정보통신관 604호 

4 04월 19일 Jośe del R. Milĺan 교수 Center for Neuroprosthetics, EPFL
Design Principles for 

Brain-Computer Interaction
우정정보통신관 604호 

5 07월 02일 공성곤 교수
Department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emple University

Eye Gaze Tracking for 

Human-Computer Interface
우정정보통신관 604호 

6 07월 02일 이병하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부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and Non-Destructive Testing (NDT)
우정정보통신관 202호

7 08월 14일 조영관 박사 미국 HRL Laboratories 뉴로모픽 칩 개발 연구의 현황 및 전망 우정정보통신관 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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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실험실 및 공동장비 소개 공동실험실 및 공동장비 소개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공동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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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공학 분야의 선도적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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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9시~ 오후6시 (점심시간 오후12시~오후1시)

     - 실험시간: 오전(9시30분~오후12시) / 오후A(오후1시~3시30분) / 오후B(오후3시30분~오후6시)

◆ MRI / fMRI 실험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fmri.korea.ac.kr)의 “실험일정” 메뉴에서 실험스케줄 확인

    (2) 홈페이지(http://fmri.korea.ac.kr)의 “실험등록” 메뉴에서 사용신청서 작성 후 접수

    (실험등록은 로그인 상태에서 가능)

뇌영상센터 장비 시스템

SIEMENS MagnetomTrio, A Tim System 3-Tesla Brain Product MR series, 64-channel system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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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ectrocardiography (ECG)

생체 신호 측정시스템

- NNL의 Visual goggle system - NNL의 Headphone system

Visual system Auditory system

자극제시 장비

- 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 E-prime 2.0: Professional version
- Neurobehavioral Systems, Inc.

E-prime Presentation

자극제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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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실험실 및 공동장비 소개

공동장비

구분 NeuroScan SynAmps2 NeuroScan Quick Caps

사진

장비

용도
● EEG 신호의 검출 및 기록 ● EEG 신호의 검출을 위한 인터페이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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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의 전기적 활동을 전극을 이용하여 두피에서 직접적인 측정이 

가능

● 측정 된 뇌신호를 SynAmps2로 전송하여 신호 분석

● 인종, 성별, 나이를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측정 Cap이 존재

주요

사양

● 64채널 증폭기 시스템

● 최대 시간 해상도 20,000Hz

● A/D 해상도 24Bit

● 입력저항 1 GΩ 이상

● 다섯 가지 크기의 전극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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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10-20 표준에 따른 전극 위치법 준수

(1) 뇌 신호 측정 장비

구분 NeuroScan CURRY Scan 7 Neuroimaging Suite

사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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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호처리 및 분석 소프트웨어

◆ 2013년도 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과정 신입생 모집 일정

- 9월 26일(수) : 입시 설명회

- 10월 8일(월) ~ 12일(금) : 지원서 입력

- 10월 15일(월) ~ 19일(금) : 서류 접수

- 11월 10일(토) : 구술 시험

- 12월 6일(목) : 합격자 발표

◆ 2012년 2학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콜로퀴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 주최 :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WCU 뇌공학융합연구사업단

- 후원 :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뇌인지과학 연계전공, 뇌공학연구소

            ※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무료 강좌임

◆ 해외석학 수요 공개 강좌

- 시간 : 2012. 9. 5(수) ~ 10. 10(수), 수요일 저녁 7시 ~ 8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 604호

- 참가비 : 무료

- 문의 : http://brain.korea.ac.kr 

- 안내

   ·  일자 : 2012년 9월 5일 

   ·  연사 :  Daniel Kersten 교수 / 연구소장(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 

Cognitive Sciences Center) 

   ·  주제 : How Do We See What Objects are Made of?

   ·  일자 : 2012년 9월 12일 

   ·  연사 :  Alan Yuille 교수 / 연구소장(미국 UCLA / Center of Image and 

Vision Sciences)                   

   ·  주제 : Compositional Models of Visual Objects

   ·  일자 : 2012년 9월 19일 

   ·  연사 : Anil Jain 석좌교수(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  주제 : Large-Scale Data Clustering 

   ·  일자 : 2012년 9월 26일 

   ·  연사 : Klaus-Robert M̈uller 석좌교수(독일 Berlin Institute of Technology) 

   ·  주제 : Toward Brain Computer Interfacing

   ·  일자 : 2012년 10월 10일 

   ·  연사 :  Heinrich B̈ulthoff 교수 / 연구소장(독일 Max-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  주제 : Flying Robots and Flying Cars

◆  201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

netics 개최

   201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개

최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의 시스템, 인간, 사이버네틱스 학회가 주관하

는 국제학술대회(201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가 오는 2012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

서 개최된다. 

    IEEE SMC2012 조직위원장인 이성환 교수(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주임교수)

는 한국 유치 및 성공적인 학술대회 진행을 위해 지난 2011년 5월 IEEE SMC 

학회 집행위원들을 모시고 학회장 및 주변 시설들을 둘러보며 성공적인 학술

대회 개최를 약속하였다. 

   IEEE SMC2012는 시스템 공학 및 사이버네틱스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대

회로, 주제인 ‘Coupling Humans and Complex Systems in a Cyber World: 

Today’s Principles for Tomorrow’s Society’ 아래, 세 개의 주요 학술 분과

(Systems Engineering, Human-Machine Systems, Emerging Cybernetics)의 

약1,000여 편의 우수한 논문 제출이 제출되었다.

   이번 IEEE SMC2012에서는 스페셜 세션으로 핫토픽인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관련하여 국내^외 최고 석학들과 기업들의 최근 연구^논문 동향

들을 토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IEEE는 전 세계 160여 개국 385,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컴퓨터, 통신, 반도체, 생물 의학공학, 가전 제품, 전력 기술 등의 다양

한 전문 분야의 최고 권위의 학회이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전 세계의 국제 

학술 학회를 후원하고 있다.

◆ 2013년 한국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 개최 

- 행사명 : 제5회 한국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

- 목적 

   ·  21세기 인류 최후의 연구 영역인 뇌과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고양시

키고, 국민의 과학 마인드 함양에 기여함 

   ·  뇌과학 학습 능력을 평가하여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갖춘 뇌과학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함 

   ·  뇌과학의 학문적 특성 파악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과/전공 선택 및 향후 

진로 설정에 도움을 줌 

   ·  2012년 국제 뇌올림피아드 경시대회(International Brain Bee)에 참가할 

한국 대표 학생을 선발함 

- 주최, 주관 및 후원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회,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  주관 : 고려대학교 WCU 뇌공학연구사업단,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

과정

   ·  후원 :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성균관대

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KAIST 뇌과학연구센

터, POSTECH 뇌연구센터

- 행사 일시

   ·  2013년 2월 14일(목)~15일(금)  

-  행사 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 참가 대상

   ·  고등부 및 대학부: 2012년 12월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국

내 정규 고등학교 1학년(소속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및 국내 정규 대학

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뇌과학에 관심과 열정을 가

지고 있는자 

-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2012년 12월 3일(월) ~ (선착순 접수 마감)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및 기타 안내

   ·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홈페이지: http://www.kbs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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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코너 참여 코너

 Daniel Kersten 교수님이 계시는 미네소타 대학교는 트윈시티, 덜루스, 모리스, 크

룩스톤, 로체스터의 5개 종합대학군으로 이뤄진 미네소타 대학교 시스템 중 가장 규

모가 큰 대학으로 역사 또한 오래되었다. 특히 교수님이 소속된 심리학과는 학내에서

도 명성이 자자하기에 앞으로의 내 연구활동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Kersten 교수님의 연구실은 매주 미팅을 통해 각자의 연구 진행상황을 토론하고, 

새로운 흥미로운 외부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원하는 경우 교

수님과의 개별 미팅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지도 받으며 연구를 수행한다.

나 역시 한국에서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던 시각 인지 연구를 이곳의 연구원들과 끊

임없이 토론하고 조언을 받았다. Vision Science Society 학회에서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덕택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의 국외 교육 훈련은 무엇보다도 같은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의 연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

었던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다시 내게 오길 기대하며 수기를 마친다.

 기간 : 2012년 5월 2일 ~ 7월 25일, 기관 : University of Minnesota, 작성자 : 감태의

 미국에서 7번째로 큰 캠퍼스를 가진 미시간 주립 대학교는 맑은 공기와 푸른 나무, 

그리고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Grand river 등 주위 자연 환경도 좋고, 도서관 시설도 잘 

되어있어 공부하기엔 정말 좋은 곳이었다.

Anil K. Jain 교수님이 계신 이곳에서 내가 연구하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함께 매주 

세미나에서 연구 진행사항을 보고하였다. 세미나를 참석하며 좋았던 점은 다른 분들

의 연구를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며, 내 연구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

는 것이었다. 내가 연구 중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박사분들의 많은 조언과 가

르침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구실에서는 교수님이 항상 와서 체크하시고, 연구실의 모든 분들이 각자의 연구

에 열중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더 열심히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다양한 연구팀의 방문이 많아서 지식 교류가 활발해 최신 

연구 동향도 알 수 있고, 이 분야의 인맥도 넓일 수 있어서 좋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시간 주립 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연구에 도움을 받고, 다른 나라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었으며, 특히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면서도 쉬실 땐 여유

를 즐기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돌아온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기회가 내게 자주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그 날들의 추억을 되새긴다.

기간 : 2012년 6월 1일 ~ 7월 6일, 기관 : Michigan State University, 작성자 : 맹현주

◆ 국외 교육 훈련 수기

유럽의 MIT라 불리는 스위스 EPFL 대학은 명성에 걸맞게 여러 나라에서 온 인재들이 모여서 연

구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중 내가 교육 훈련을 받은 CNBI 연구실은 나의 연구 분야인 EFG신호 기반 Brain-Computer 

Interface(BCI)에서 Brain-Actuated Wheelchair, Teleoperation Robot 등의 연구 성과로 유명한 연

구실인데, 박사과정과 박사 후 과정 연구원들로만 구성 되어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세미나를 통해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수준 높은 연구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며 더욱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 역시 이들 앞에서 발

표를 하고 EEG신호 분석과 관련된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연수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

며, 자신들의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원들을 보면서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기간 : 2012년 6월 16일 ~ 8월 15일, 기관 :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EPFL), 작성자 : 김정훈

독일 베를린 공대의 BBCI 연구실은 현재 연구 중인 Neurodriving과 NIRS에 대한 연구 결과 논문들이 해외 유명 

저널에 게재될 만큼 뛰어난 곳이라 부푼 기대감을 안고 연수를 갔을 때 상상 이상의 규모에 놀라움이 앞섰다.

박사과정과 박사 후 과정 연구원들로만 이뤄진 점과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뛰어난 세미나의 분위기가 나

를 압도했다.

내가 이곳을 찾은 목적은 실험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견학을 요청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해주

고, 함께 지내는 동안 매우 친절히 대해준 BBCI 연구실 사람들에게 상당한 고마움을 느꼈다.

이번의 경험으로 앞으로 연구해야 할 기존 연구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자신만의 연구주제를 찾

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스러웠다.

기간 : 2012년 6월 18일 ~ 8월 18일,  기관 : Berlin Institute of Technology,  작성자 : 염슬기

대화형 표정에 대한 인식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는 나는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Heinrich 

H. B̈ulthoff 교수님이 계신 Max-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의 MPI 연구소로 국외 훈

련을 다녀왔다. 약 60여 명의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곳은 매주 화요일 11시에 강당에 모여 

Weekly meeting을 갖는다. 이 시간을 통해 연구 결과, 문제점, 향후 진행방향 등에 대해 발표를 하

고 서로간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 외에 소그룹 미팅을 통해 그룹 내 연구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갖고 있다. 2개월 간의 연수기간 동안 나는 질문과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모습

에서 국내의 환경과는 너무 다른 광경을 보고 우리 역시 반드시 배워야 하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

다. 이 경험이 한국에 돌아온 지금 내게 소중한 경험으로 지금 나의 연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간 : 2012년 6월 25일 ~ 8월 25일, 기관 : Max-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작성자 : 허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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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매주 각 분야의 선두에 계신 박사님들을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뇌공학과의 콜로퀴엄이 나 자신을 발전

시키고 ‘뇌공학’을 알릴 수 있어 즐겁기만하다.

특히 이번 학기 중에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성일 교수님의 

‘Neural Mechanisms of Motuvational Process’라는 주제의 강연

이 인상깊었다. 하고 싶은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열정을 

쏟는 사람과 하기 싫은 일에 지루하고 따분해하는 사람의 뇌에서

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며, 열정을 이끌어내는 동기는 무엇일까 하

는 의문으로 시작된 강연은 능동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에는 

Reward-based habit system, Value-based decision making system, 

Goal-directed control system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가 하는 행동과 동기유발에 관한 인지기능 과정이 단계별 학습방

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동기부여 시스템의 뇌 메커니즘을 통해 사람에 따른 적합한 교

육방법과 성장단계에 맞춰진 교육시스템이 개발되어 동기 부여 자

극을 통한 성장 촉진이 이뤄진다면 뇌 연구자들이 얻을 보람이 얼

마나 클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뇌를 연구하고 탐구하려 하는지 

동기를 살펴보고 목표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

http://www.kbso.org

콜로퀴엄 부분
                                                                                     

강연일시 : 2012년 4월 23일                                          

강연제목 : Neural Mechanisms of Motivational Process 

연       사 : 김성일 교수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작  성  자 : 박진희                                                          

◆ 세미나 후기

지난 5월 31일 하나스퀘어 강당에서 열린 International Sympo-

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에서 나를 사로잡은 것은 

교토 대학 Shin Ishii 교수의 ‘Towards Brain-Machine Interface in 

Real Environments’라는 주제의 발표였다.

BCI 기술을 이용한 장애인을 위한 Smart house system을 구축 및 

관련 기술에 관한 발표로 Shin Ishii 교수 연구팀은 Cloud system을 

사용해 각 피험자에 따른 뇌 신호를 cloud data를 이용, 처리한 후 

cloud에서 기계로 제어명령을 하달하는 시스템을 통해 피험자마다 

다른 뇌파의 양상으로 발생하는 controller 구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house라는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음을 제시했다. 

Shin 교수의 주된 연구 방향은 ‘BCI를 실생활에 접목시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BCI와 관련된 여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연구실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Shin 교수 연구팀과 같이 BCI를 조금

씩 실생활에 접목하여,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연구가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연구 

방향에 있어 기초 기술의 개발 뿐만 아니라 응용적인 부분 또한 고

려하여 연구를 진행해야겠다.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의 의도를 반영한다. 눈동자의 움직임 정

보를 이용하여 사람이 응시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다면, 이는 마우

스 없는 웹 브라우저 제어, 로봇과의 의사소통, 운전자 졸음 감시, 

가상현실 게임 등 컴퓨터-사용자 인터페이스(Human Computer 

Interface, HCI)의 많은 응용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본 강연에서는 모니터에 설치된 웹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이 어

디를 응시하는가를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크게 얼굴 위치 검

출, 3차원 모델을 이용한 얼굴 포즈 추정, 눈 위치 추정, 응시점 추

정의 단계로 나뉜다고 한다. 얼굴 위치는 Viola-Jones 얼굴 검출 방

법으로 찾으며, 3차원 모델을 이용한 포즈 추정 시 일부 특징점 만

을 고려하여 빠른 시간에 포즈를 추정한다. 동공의 위치 정보와 3

차원 포즈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사람이 모니터의 어느 지점

을 응시하고 있는지를 추정한다. 현재는 3차원 포즈 추정의 불안정

한 결과로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추적 기법을 

이용한다면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선 위치 추적 시의 떨림 현상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다. 칼만 필터 기법 등

을 사용하여 잡음이 심한 추정치를 완화 한다면 좀 더 좋은 성능의 

시스템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심포지엄 부분
                                                                                                     

강연일시 : 2012년 5월 31일                                                          

강연제목 : Towards Brain-Machine Interface in Real Environments

연       사 : Shin Ishii (일본 Kyoto University, ATR)                            

작  성  자 : 백승엽                                                                           

초청강연 부분
                                                                                               

강연일시 : 2012년 7월 2일                                                      

강연제목 : Eye Gaze Tracking for Human-Computer Interface

연       사 :  공성곤 교수/Department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emple University                              

작  성  자 : 조남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