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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뉴스레터

2013년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도 지난 5년간의 땀과 노력의 산물인 WCU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첫 학기를 시작한 이래

저희 뇌공학과는 의학, 공학, 생물학, 심리학 등 기초학문을 통해 

뇌공학이라는 학문을 다각도로 투영해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뇌공학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 

뇌공학 분야의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BK21플러스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7년 후인 2020년까지 뇌과학 분야에서 세계 Top 10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창의적 사고력, 신기술 적응력, 실용적 응용력을 고루 갖춘 뇌과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뇌공학 분야 석학들과 연구진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각도에서 

뇌공학 분야의 연구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교수진과 세계 석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뇌공학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우수한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BK21플러스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을 시작하려는 

저희 고려대학교 뇌공학과의 도약과 성공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이성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주임교수

BK21플러스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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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2월 미래 국가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 추진 및 학문의 

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 수준 연구

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 사업의 유형 1(전공학과 개

설 지원) 과제에 선정되어 일반대학원 뇌공학과를 신설하였으며, 2009

년 9월 첫 학기를 시작하였다.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건강한 두뇌를 모

토로 삼아, 융합적 학문 지식과 창의적 소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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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

한 새로운 연구 분야이다. 이를 위하여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인공지

능, 신경과학, 인지과학, 가상현실, 신호처리 분야의 전문가인 고려대학

교 정보통신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5명의 뇌공

학 분야 세계 최고 석학들로 해외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도록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fMRI: 기

능성 자기공명영상장치), ElectroEncephaloGraphy(EEG: 뇌전도), Near 

Infrared Spectroscopy(NIRS: 근적외선근광분석기) 등 고가의 실험 장비

를 갖추고 있다.

 　　

뇌의 기저 활동에 대한 심화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기술에 적용하고자 

하는 뇌공학의 연구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첫

째, 뇌신경 활동 이상으로 인한 뇌질환 진단, 예측 및 예방을 더욱 용이하

도록 돕는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알츠하이머, 파킨슨씨병, 우울증과 같은 

현대인의 뇌질환은 초기진단과 병의 진전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뇌공학은 이러한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최신 

기술이 되게 된다. 뇌질환으로 인해 비롯되는 질병은 물론이고, 고령화로 

인한 인체 기능의 쇠진에 대한 재활보조 기술 역시 뇌공학을 통하여 진보

할 것이다. 둘째, 신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뇌신호의 분석을 통해 로봇

이나 기계와 같은 외부 장치를 생각만으로 제어하는 뇌-기계 인터페이

스 기술의 개발은 여러 원인으로 신체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의수

나 의족 등과 같은 인체 보조장비를 생각만으로 움직이게 해 이들이 일

반인과 유사한 활동을 가능케 한다. 이는 2009년 발표한 10대 미래유망

기술 중 하나로 그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

된다. 셋째, 인간의 뇌정보처리 메커니즘을 연구해 국가성장동력인 지능/

인지 로봇산업, IT 산업,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산업 성장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인간의 뇌정보처리

와 인지능력의 비밀을 해독함으로써 뇌기능을 모방한 인지 로봇 및 인공

지능 시스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HISTORY | 연혁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09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3명 초빙(D. Shen, J. R. Millan , J. Kittler)

03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1명 임용(K. R. Mueller)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06월   2012년 2학기 뇌공학과 석·박사 통합/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06월   2011년 2학기 뇌공학과 석·박사통합/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09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1명 임용(D. Kersten)
12월   2012년 1학기 뇌공학과 석·박사통합/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06월   2010년 2학기 뇌공학과 석·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08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1명 임용(A. L. Yuille)
12월   2011년 1학기 뇌공학과 석·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0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입학정원 년 50명 배정
02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3명 임용 (H. H. Buelthoff, S. Jackson, A. K. Jain)
04월   2009년 2학기 뇌공학과 석·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08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2명 추가 임용(C. Koch, S. Edelman)
09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3명 임용
09월   뇌공학과 신설
12월   2010년 1학기 뇌공학과 석·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12월   교육과학기술부 WCU 사업 선정2008년

2020년 이후

뇌공학 분야 글로벌 Top 10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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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채  정교수

                     

http://pulse.korea.ac.kr

[연구 분야]   

기능성 근적외선 뇌활성 계측, 빛 간섭 단층 촬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대표 업적]

-  “Periodic Reference Subtraction Method for Efficient Background Fixed 

Pattern Noise Removal in Fourier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

phy,” Optics Communications, Vol. 285, No. 7, pp. 2012-2016, 2011.

-  “Channel Modeling for Indoor Broadband Power-Line Communications 

Networks With Arbitrary Topologies by Taking Adjacent Nodes Into Ac-

count,” IEEE Transactions on Power Delivery, Vol. 26, No. 3, pp. 1432-

1439, 2011.

-  “Performance Limitations of Subcarrier Multiplexed WDM Signal Trans-

missions Using QAM Modulation,”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Vol. 

27, No. 18, pp. 4105-4111, 2009.

김상희  조교수

  

http://acnl.korea.ac.kr

[연구 분야]   

인지신경과학, 감성측정, 감성조절 뇌훈련

[대표 업적]

-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and Hemispheric Meta-

b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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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ural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Vol. 19, No. 5, pp 776-798, 2007.

이성환  정교수 / IEEE Fellow

           

                

  

http://image.korea.ac.kr

[연구 분야]   

패턴인식, 기계학습,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대표 업적]

-  “A Novel Bayesian Framework for Discriminative Feature Extrac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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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 Intelligence, Vol. 35, No. 2, pp. 286-29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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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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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ensa-

tio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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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석  부교수

  

http://biel.korea.ac.kr

[연구 분야]   

뇌영상공학, 영상신호처리 및 복원, 자기공명영상 

[대표 업적]

-  특허: 신경영상 관련 새로운 자기공명영상 및 영상복원 기술 (10-2012-

00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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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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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trast-Enhanced Whole-Brain Black-Blood Imaging and MP-RAGE 

Imaging,” Investigative Radiology, Vol. 47, No. 2, pp. 136-141, 2012.

      

BCE 
Professor

뇌공학과 소개
전임교원 이종환  조교수

http://bspl.korea.ac.kr

[연구 분야]   

뇌신호처리, 실시간 기능자기공명영상, 기계 학습 

[대표 업적]

-  “Iterative approach of dual regression with a sparse prior enhances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for group func-

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data,” NeuroImage, Vol. 63, 

No. 4, pp. 1864-1889, 2012.

-  “Automated Classification of fMRI Data Employing Trial-Based Im-

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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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 Wallraven 

 

http://cogsys.korea.ac.kr

[연구 분야]   

Psychophysics, Cognitive Systems

[대표 업적]

-  “Exploiting Object Constancy: Effects of Active Exploration and Shape 

Morphing on Similarity Judgments of Novel Objects” Experimental 

Brain Research, Vol. 225, Issue 2, pp. 277-28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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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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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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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호  조교수

http://isil.korea.ac.kr

[연구 분야]   

Biophotonic Sensors, Endoscopic Imaging, Surgical Robot

[대표 업적]

-  US Patent : Surgical Instrument and Systems with Integrated Optical 

Sensor (US 2011/0106102)

-  “Dichloromethane Detection Based on Near Infrared Absorptive 

Sensing,”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 

Vol. 18, No. 5, pp. 1547-1552, 2012.

-  “Depixelation of Coherent Fiber Bundle Endoscopy based on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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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2-3214, 2011.

Felix Biessmann  조교수

http://cal.korea.ac.kr

[연구 분야]   

Machine Learning, Neuroscience, Data Mining 

[대표 업적]

-  “Improved Decoding of Neural Activity from fMRI Signals using Non-

Separable Spatiotemporal Deconvolutions”, NeuroImage, Vol. 61, 

No. 4, pp. 1031-1042, 2012.

-  “Analysis of Multimodal Neuroimaging Data” IEEE Reviews in Bio-

medical Engineering, Vol. 4, pp. 26-58, 2011.

-  “Temporal Kernel CCA and its Application in Multimodal Neuronal 

Data Analysis,” Machine Learning, Vol. 79, No. 1-2, pp. 5-27, 2010.

김동주  조교수

http://cnm.korea.ac.kr

[연구 분야]   

Mathematical Brain Modelling, Functional Cerebral Monitoring

[대표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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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Monitoring of Relative Changes in Compartmental Compliances 

of Brain,” Physiological Measurement, Vol. 30, No. 7, pp. 647-659, 

2009.

Siamac Fazli  조교수

http://cnt.korea.ac.kr 

[연구 분야]   

Brain-Computer Interfacing, Neuroimaging, Machine Learning 

[대표 업적]

-   “Enhanced Performance by a Hybrid NIRS-EEG Brain Computer In-

terface”, NeuroImage, Vol. 59, No. 1, pp. 519-529, 2012..

-    “1-Penalized Llinear Mixed-Effects Models for High Dimensional Data 

with Application to BCI”  NeuroImage, Vol. 56, No. 4, pp. 2100-2108, 

2011.

-   “Subject Independent Mental State Classification in Single Trials,” 
Neural Networks, Vol. 22, No. 9, pp. 1305-1315, 2009.

    

민병경  조교수

http://mindbrain.korea.ac.kr

[연구 분야]   

Brain-Brain Interface, Ultrasound-Mediated Neuro-Modulation

[대표 업적]

-  “Focused Ultrasound-Mediated Suppression of Chemically-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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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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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in EEG Occipital Alpha and Frontal Theta Oscillations,” Neurosci-

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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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지현  조교수   

http://ncl.korea.ac.kr

[연구 분야]   

뉴로모픽 신경계 모델링, 계산신경과학, 전기신경생리학 

[대표 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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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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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roscience, 

Vol. 8, pp. 1677-168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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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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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unding Board Member, The Werner Reichardt Centre for Integrative Neurosci-

ence (2007-현재)

-  Board Member, European Commission-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Director-

ate General 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 (2007-현재)

[대표 업적]

-  “Render me Real? Investigating the Effect of Render Style on the Perception of 

Animated Virtual Humans,” SIGGRAPH, Vol. 31, No.4, pp.1-11,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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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es the Brain Know the Physics of Specular Reflection,” Nature, Vol. 343, No. 

6254, pp. 165-168, 1990.

Heinrich H. Buelthoff  교수   

[연구 분야]   

Biological Cybernetics, Psychophysics, 

Cognitive Science

[대표 경력]

-  Full Professor, Berlin Institut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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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

roImage, Vol. 59, No. 1, pp. 519-529, 2012.

-  “L1-Penalized Linear Mixed-Effects Models for High Dimensional Data with Ap-

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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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aus R. Mueller 교수   

  

[연구 분야]   

Brain-Computer Interface, Cognitive Neuroscience, 

Machine Learning 

[대표 경력]

-  Defitech Professor, EPFL (2009-현재)

- IEEE Nobert Wiener Award (2011)

- Research Leader, Journal Scientific American (2004)

[대표 업적]

-  “Brain-machine interface: closer to therapeutic reality?,” Lancet, Vol. 381, No. 

9866, pp. 515-517, 2013.

-  “Person authentication using brainwaves (EEG) and maximum a posteriori model 

adaptatio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29, No. 4, pp. 743-752, 2007.

-  “Non-invasive brain-actuated control of a mobile robot by human EEG,”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Vol. 51, No. 6, pp. 1026-1033, 2004.

Jose del R. Millan  교수  

[연구 분야]   

Neuro-rehabilitation, Neuro-prostheses, 

Brain-Machine Interface

[대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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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PR King-Sun Fu Prize (2008)

- Fellow of IEEE (1991)

[대표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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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4, No. 3, pp. 451-464, 2012.

-  “Fingerprint Reconstruction: From Minutiae to Phase,” IEEE Transactions on Pat-

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3, No. 2, pp. 209-2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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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l K. Jain 교수 / IEEE Fellow

[연구 분야]   

Pattern Recognition and Image Processing, 

Computer Vision, Biometrics

[대표 경력]

-  Distinguished Professor, University of Surrey (2004-현재)

-  IAPR King-Sun Fu Prize (2006)

-  IET Faraday Medal (2008)

[대표 업적]

-  “The Multi-scenario Multi-environment BioSecure Multimodal Database (BMDB),”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2, No. 6, 

pp. 1097-1111, 2010.

-  “Layered Data Association Using Graph-Theoretic Formulation with Application 

to Tennis Ball Tracking in Monocular Sequence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0, No. 10, pp. 1814-1830, 2008.

-  “On Combining Classifier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20, No. 3, pp. 226-239, 1998.

Josef Kittler 교수

[연구 분야]   

Machin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대표 경력]

-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08-현재)

-  McCabe Award, July 2004. 

-  Top 10 Research Elite,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1994)

[대표 업적]

-  “Whole-brain morphometric study of schizophrenia revealing a spatially complex 

set of focal abnormaliti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62, No. 11, pp. 

1218-1227, 2005.

-  “Morphological classification of brains via high-dimensional shape transformations 

and machine learning methods,” NeuroImage, Vol. 21, No. 1, pp. 46-57, 2004.

-  “HAMMER: hierarchical attribute matching mechanism for elastic registration,” 
IEEE Transactions on Medical Imaging, Vol. 21, No. 11, pp. 1421-1439, 2002.

Dinggang Shen 교수

[연구 분야]   

Neuro-Imaging Analysis, Biomedical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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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Laboratory

뇌공학과 소개
연구실

본 연구실은 정서정보에 대한 인지적 조절기제에 

대한 탐구,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 등의 최신 장비

를 이용한 정서 조절장애의 뇌과학적 이해, 경두개자

기자극과 같은 비침습적 뇌자극을 통한 조절기능 향

상기술 개발 등을 주 연구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글로

벌박사 펠로우십 수혜자 1명,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3명, 학부연구생이 각각의 세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한국인지과학회 등의 국내학회 뿐만 아니

라 SFN, OHBM, CNS 등의 국제학회에 참여하며 다양

한 학술활동 통해 각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과의 적극

적 교류를 해오고 있다. 생체신호 분석과 바이오피드

백을 이용한 프로젝트가 연속 선정됨에 따라 고차정

서기능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의 수준을 한층 더 높

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Affective Cognition 
Lab.

지도교수

김상희

BCL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 아래서의 인간의 인지

능력 변화 분석 및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되는 

자극의 디코딩 연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인간의 

효율적이고 우수한 인지 시스템을 이해하여 이를 실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박사과정 1명, 

석·박사 통합과정 1명이 독일의 Max Planck Institute 

연구원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유

수의 연구소의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연구원들과의 

토의 및 연구는 보다 창의적이고 국제적 감각을 습득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연구 외적인 부분에서는 

연구실 멤버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가을 

서울 근교에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수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Biological
Cybernetics Lab.

지도교수

Heinrich H. Buelthoff

본 연구실의 주된 연구대상은 뇌 공학 일반이며, 뇌 

조직 변화의 특성과 세부 매커니즘을 규명하여 실제 

의료현장에 더욱 향상된 뇌질환 진단 및 조직 양상 파

악 방법·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

실의 연구 패러다임은 글로벌 패러다임과 구조적 패

러다임으로 나뉜다. 글로벌 패러다임을 적용한 연구

로, 현재 임상에서 자율신경계 이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검사들을 대체하는 통합·개선

된 자율신경계 진단 모델과 뇌 외상 및 수두증 환자들

의 뇌 모니터링을 이용, 뇌 생리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환자 진단 모델의 개발이 있다. 구조적 패러다임을 적

용한 연구로는 정상인의 뇌와 다양한 뇌 외상 환자의 

CT·MRI 이미지를 분석하여 육안으로 확인키 어려운 

뇌부종에 대한 조기진단 툴 개발이 있다.

Clinical Neuro 
Modeling Lab.

지도교수

김동주

Biometrics Lab은 얼굴인식, 지문인식, 그리고 홍

채인식 등 생체 인식을 연구하는 곳으로, 매주 얼굴인

식 세미나를 통해 얼굴인식을 연구하는 석사 및 박사

들이 모여 각자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얼굴인식 관련 

연구발표를 통해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한다. 지난 The 11th Asi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ACCV 2012)에 Nighttime Face 

Recognition at Long Distance: Cross-distance and 

Cross-spectral Matching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보안 

시스템 적용 가능성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

재 원거리 적외선 얼굴인식 연구는 얼굴 데이터베이

스 수집, 강력한 얼굴인식 알고리즘 연구, 그리고 향상

된 자동 얼굴인식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Biometrics 
Lab.

지도교수

Anil K. Jain

Neurotechnology Lab은 Klaus-Robert Mueller 교

수 지도하에 뇌공학 연구의 한 분야인 뇌-컴퓨터 인

터페이스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대뇌 기

능 및 영역간의 분석을 통하여 뇌 인지 메커니즘을 이

해하기 위한 연구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기계 학습 및 

뇌 신호 처리 기법의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최근

에는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두뇌의 혈류량을 측정하는 

Near-Infrared Spectroscopy(NIRS)와 전기적 뇌 신호

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Electroencephalography(EEG)

를 함께 사용하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Hybrid Brain-Computer Interface 연구

를 진행 중에 있다.

Neurotechnology 
Lab.

지도교수

Klaus-Robert Mueller

NCL은 뇌신경 정보처리 이론과 신경망에서의 기

억저장 기전 연구를 토대로 신경계를 모사하는 뉴로

모픽 신경계 모델을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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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겨져 있는 신경계 언어인 뉴론 코드를 이해하고자 한

다. 이러한 전기생리학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계

를 모사하는 뉴로모픽 신경계 모델링 연구를 진행하

고 있으며 본 연구실의 연구는 향후 신경계의 계산 원

리의 이해 뿐만 아니라, 신경계 질환의 이해, 인공지

능, 뉴로칩 등의 기술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Neural 
Computation Lab.

지도교수

곽지현

Mind-Brain Lab은 박사과정 1명, 석·박사 통합과

정 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실은 인간의 뇌파

(EEG)를 측정하여 인지적 속성 및 의식적 속성을 연

구하고 있으며, 특히 자극 전의 의도(Intention)나 하향

식(Top-Down) 정보 처리 과정의 뇌파 반영 연구를 주

로 하고 있다. 또한 Brain-Machine Interface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인지적 혹은 의도적 뇌파 신호를 추출하는 

연구, 뇌의 특정 영역의 기능을 선택적이며 비침습적

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저강도 집속 초음파(LIFU: low-

intensity focuesd ultrasound) 자극법을 통해 신경 기

능 제어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뇌파와 초

음파를 융합한 뇌로부터 뇌로의 신호 전달 체제의 개

발을 통해 한 사람의 뇌 신호가 다른 사람 뇌 기능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

Mind-Brain Lab.

지도교수

민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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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실은 뇌 인지 공학 기반의 BCI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다양한 뇌파 및 생체 신호를 동시에 이

용하는 멀티 모달 기반 신호 융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CI 기술이란 사용자의 뇌 신호를 이

용하여 기계를 제어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IT 융합 기

술 및 교육, 의료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편리성이 강조되는 BCI 기술 개발 동향에 맞추어, 기

존 두피에 젤을 삽입하는 방식이 아닌 건식 EEG 측

정 장비의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에 있다. 이 밖에도 뇌

파 훈련 시간을 최소로 하는 zero-training 기반의 분

류기 학습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사용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사용성을 증대시킴 BCI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ognitive 
Neurotechnology 
Lab.

지도교수

Siamac Fazli

Cognitive Systems Lab은 지각적이고 인지적인 실

험들과 결부된 기계학습 및 컴퓨터 그래픽스의 최첨

단 방식을 이용하여 인간의 인지 시스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얻은 

지식을 로봇공학, 컴퓨터 애니메이션, 의료기기 등과 

같은 인공지능적 인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해 정

진하고 있다. 현재 컴퓨터 과학, 심리학, 동양의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를 맺어 얼굴 및 얼굴 표

정 인식, 다감각적 지각, 미학의 인지·계산적 관점 

등의 연구 주제로 학업을 익히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초과학 분야 연구기관인 독일의 MPI for Biological 

Cybernetics, 웨일즈의 Cardiff Univ.와 협력 연구를 바

탕으로 얼굴 표정의 비교문화 연구 및 얼굴 표정 인식 

알고리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ognitive Systems 
Lab.

지도교수

Christian Wallraven

본 연구실은 총 3개의 연구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먼저, 컴퓨터 비젼 그룹은 비젼 기반 다양한 상황 

및 객체 인식을 목표로 수화, 대화형 표정, 객체, 원거

리 얼굴, 휴먼 행동 인식 등과 휴먼 상호작용 분석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뇌-기계 인터페이스 그룹은 뇌 

신호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

페이스 개발을 목표로 뉴로 드라이빙, NIRS 기반 BCI,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펠러 등을 연구 중이다. 마지

막으로 신경재활공학 그룹에서는 BCI를 기반으로 장

애인 및 노인들의 재활을 보조할 수 있는 새로운 인

터페이스 개발을 목표로 이동 및 보행 재활을 위한 

뇌 신호 기반 휠체어 및 하지 외골격 로봇, 복잡한 상

지 움직임 보조를 위한 뇌 신호 기반 로봇팔 제어 등

을 연구하고 있다.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Lab.

지도교수

이성환

ISIL에서는 광학기반 뇌 이미징을 위한 광원제작, 

광 신호/영상처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본 연

구실은 다양한 센서와 영상기법에 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기반으로, 뇌를 포함하는 생체형태의 신호획득 

및 기능의 전기/광학적 반응신호 추출과 분석을 목적

으로 한다. 현재 광 신호 잡음의 효과적 제거방법, 신

호 및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3D 영상장치, 인공지능을 

위한 마이크로 광학 기반의 차세대 뇌-기계 인터페이

스, 패턴인식 기반의 자동 인식 시스템, 그리고 광섬유

다발 기반의 멀티모드 시스템 등의 활발한 연구를 진

행 및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뇌/생체 조직 신호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앞으로 뇌공학, 의공학, 및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

을 이끌어 갈 것이다.

Intelligent Sensors 
and Imaging Lab.

지도교수

한재호

Optical Bio-Signal Processing(OBSP) Lab은 박

사과정 6명, 석사과정 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

존 연구인 광통신, 고주파 회로와 함께 뇌공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뇌공학 연구로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

는 생체조직 정보를 비침습적으로 영상화하는 Opti-

cal Coherence Tomograph(OCT)와 근적외선을 이용

해 두뇌의 혈류 변화량 정보를 얻어 두뇌 활성도를 측

정하는 Near Infrared Spectroscopy(NIRS)가 있다. 최

신 연구기법 적용을 위해 OCT 분야 연구는 GP-GPU 

연산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NIRS 분야 연구는 EEG와 

결합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비를 개발 중에 있

고, somatosensory motor cortex에서 발생하는 촉각

에 따른 뇌활성화도를 NIRS로 측정하여 분석하기 위

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Optical Bio-Signal 
Processing Lab.

지도교수

정지채

뇌 신경과학, 바이오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및 데

이터 마이닝에 적용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법을 주 연

구 분야로 하여 연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연

구 방향은 복잡한 자극 및 멀티모달 뉴로이미징을 위

한 기계학습 으로써,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써 첫 연

구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는 영화와 같이 기존

의 방법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복잡한 자극을 이용

한 실험 결과나 아무런 자극을 제시 하지 않는 휴식 

상태의 실험 결과 분석을 위한 새로운 다변수 알고리

즘을 개발하고 실제 데이터 분석에 적용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Cognitive 
Algorithms Lab.

지도교수

Felix Biessmann

BIEL은 초전도 현상과 고주파를 사용하는 차세대 

의료영상 기기인 자기공명영상(MRI)의 기술 개발을 하

는 연구실로서 자기공명영상기기에서 신호를 만들어 

내는 기술부터 획득한 신호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영

상복원 기술까지 자기공명영상장치에서 영상을 만들

어내는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

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주제로는 자기공명영상시간을 

단축시키는 고속이미징기법은 물론 기능형 자기공명

영상(fMRI)의 일종으로 뇌 조직의 Susceptibility를 영상

화하는 Susceptibility Weighted Imaging(SWI), 물체에 

전류를 흘려 물체의 임피던스를 영상화하는 Magnetic 

Resonance Electric Impedance Imaging(MREIT), 

뇌 조직의 전도성을 영상화하는 Electrical Property 

Imaging(EPT)가 있다.

Biomedical 
Imaging and 
Engineering Lab.

지도교수

박재석

BSPL은 박사과정 2명, 석사 후 연구원 1명, 석·

박사 통합과정 1명, 석사과정 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

다. 본 연구실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fMRI) 장치 및 

뇌전도 (EEG) 장비 등 다양한 뇌 영상 측정 장비로부

터 얻어진 데이터에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뇌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 주요 연구 목적이 있으며, 기존 연

구 내용으로는 새로운 기계 학습 방법인 독립 벡터 분

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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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신호처리 기반의 뇌 영상 데이

터의 분석을 통한, 우울증, 정신 분열증, 중독증 등 각

종 신경 정신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가능한 방법

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Brain Signal 
Processing Lab.

지도교수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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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공동실험실 뇌영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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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며, 특히 3-T Siemens Trio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EEG 및 생체신호 측정 장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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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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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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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  Brain Product MR series, 

64-channel system

MR-compatible EEG

뇌영상측정장비

반응측정 장비

자극제시 장비

자극제시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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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NL의 Visual goggle system - NNL의 Headphone system

Visual system Auditory system

-  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  E-prime 2.0: Professional 
version

E-prime

-  Neurobehavioral Systems, 
Inc.

Presen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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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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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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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처리 및 분석 소프트웨어

BCE 
Equipment

뇌공학과 소개
공동실험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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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경 교수는 2012년 11월에 신경인문학 연구회가 펴낸 「뇌과

학, 경계를 넘다」의 8장인 ‘뇌-컴퓨터 접속 장치 기술의 현재와 미

래’를 편저했고, 독일의 LAMBERT Academic Publishing 출판사를 

통해서 알파파 뇌파의 하향식 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The top-

down function of prestimulus EEG alpha activity」; ISBN 978-

3-659-24774-3)과 인간의 생체시계인 SCN의 빛에 의한 동기화 

내용(「Light-induced Synchronization of the SCN」; ISBN 978-

3-659-34240-0)에 관한 책을 출간하였다. 

저서 출간 활동 뿐만 아니라 민 교수는 학술 분야에서도 두드러

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민 교수는 한국인지과학회 총무이사

와 한국뇌공학회 국제협력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 2012년 10월에

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의 Publication co-chair를 맡아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China-Japan-Korea 

Joint Workshop on Neurobiology and Neuroinformatics의 Local 

Arrangement co-chair를 맡았으며, 지난 2월에는 강원도에서 열

린 2013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

puter Interface에서 Publication chair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실시한 ‘2013 청년 과학융합·창업 아이디어 창출활동 

지원사업’에서 정서인지 연구실(지도교수 김상희)의 육동욱 학생 외 

4명(뇌공학과 신혜일, 강현국, 컴퓨터공학과 어치엥 스탠리 하위, 

기계공학과 강민구)로 구성된 학생팀의 과제가 지원사업으로 선정

되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본 사업은 국정과제 및 사회적 현안

관련 과학융합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고, 융합적 상상력과 도전적 

창의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인문사회의 융·복합적 

사업화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생팀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육동욱 학생 팀의 과제명은 ‘청년기 우울감 완화를 위한 뇌 훈련 모

바일 앱 개발’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기 우울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극 제시 모바일 앱을 개발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7개월에 걸쳐 해

당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2012년도 2학기 석탑강의상 수상자로 곽지현 뇌공

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지난 2009년부터 뇌공학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곽 교수는 지속적으로 핵심 교양 수업으로 ‘뇌과

학의 이해’ 과목을 강의하여 학생들의 뇌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문적 궁금증을 해갈해 왔다. 석탑강의상은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부 학생들의 수강 평가에 따라 우수한 강의에 대해 수여하는 매학

기말 수여되고 있다. 

◎ 미래를 이끌어갈 뇌과학 신진 연구인력, 민병경 교수

◎  뇌공학과 학생들, 청년기 우울증 고치는 앱 개발 나선다

◎   곽지현 교수,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수상

한재호 교수의 새 연구 ‘High-Accuracy Retinal Layer Seg-

mentation for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Using Tracking 

Kernels Based on Gaussian Mixture Model’이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에 게재 허가되었다. 

본 논문은 망막진단용 광간섭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

mography, OCT) 영상에서 형태학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정보를 판

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있는 망막 층을 자동

적으로 분할하는 시스템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자동분할방법보다 더욱 정확하고 민감하며 안정적인 자동 망

막 층 인식/분할 성능을 목적으로, 인지하기 난해했던 망막 광간섭

단층촬영 영상에 맞춤화 된 새로운 알고리즘 ‘Intelligent Tracking 

System’을 개발함으로 분할을 시도하였다. 실험에 대한 결과로 중심

와를 포함하는 망막영역의 광간섭단층촬영 영상에서 총 8개의 층에 

대한 자동 분할이 성공하였으며, 기존 유사논문들에 비해 더욱 높은 

정확도와 민감성 및 안정성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향후 제안한 알

고리즘을 통해 더욱 복잡하고 난해한 영상에서 질병정보 판단을 위

해 다양한 응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재호 교수,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 게재 허가

BCE 
News

학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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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및 행정

■ 2013년 2학기 개설과목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담당교수 학점

BRI509 뇌신호처리입문(영강) 한재호 3 

BRI510 뇌공학을위한확률통계학(영강) Siamac Fazli 3

BRI512 두뇌의이해(영강) 김동주 3

BRI515 응용수학의기초(영강) Christian Wallraven 3 

BRI517 뇌파분석입문(영강) 민병경 3 

BRI609 뇌영상분석(영강) 이종환 3

BRI610 계산신경과학(영강) 곽지현 3 

BRI616 뇌영상공학(영강) 박재석 3

BRI618 정서와주의(영강) 김상희 3

BRI620 인지계산적정신물리학(영강) Christian Wallraven 3

BRI622 지각, 인지및행동(영강) Heinrich H. Buelthoff 3

BRI626 뇌-컴퓨터인터페이스(영강) Siamac Fazli 3

BRI628 기계학습(영강) Felix Biessmann 3

BRI705 뇌영상공학특론(영강) 이성환, Dinggang Shen 3

BRI712 뇌공학특론II(영강) Anil K. Jain 3

BRI716 뇌공학세미나II(영강) 이성환 1

BRI721 영어논문작성법(영강) Felix Biessmann 3

BRI723 신경망특론(영강) Klaus-Robert Mueller 3

BRI728 현장연구실습2(영강) 이성환 3

■ 2013년 1학기 장학금 지원현황

종류 금액(원) 학생수(명)

조교장학금  130,572,000 22

일반장학금  7,500,000 6

WCU지원금  250,635,900 20

기타장학금  35,071,000 18

계  423,778,900 66

■ 2013년 1학기 국외 교육훈련지원 현황

연수기관 대상자 학위과정 연수기간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김준석 박사과정

2013.01.07 

~2013.02.27

UCLA 조남규 박사과정
2013.07.03 

~2013.08.24

Michigan State Univ. 강동오 박사과정
2013.07.09 

~2013.08.29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정원모

석박사 

통합과정

2013.01.07 

~2013.02.27

2013.07.01 

~2013.08.31

Michigan State Univ. 맹현주 석사과정
2013.01.10 

~2013.01.23

Univ. of Minnesota 신홍범 석사과정
2013.05.06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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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개최

한국인지과학회와 뇌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고

려대학교 뇌공학연구사업단에서 주관한 2013년 한국뇌과학올림

피아드 여름학교가 8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고려대학교 자

연계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에서 개최되었다.

2013년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입교 대상자는 2013년 

2월에 개최된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에서 고등부 동상이상 입상자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3년 국제 뇌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에 참가할 국가 대표를 뽑는 행사였다.

이번 여름학교는 뇌 신경해부, 질병 각론, 신경 생리, 신경의 노

화와 스트레스의 4분야의 기초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 후, 각 분야

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최종1명이 선발되었으며, 2013년 국제 뇌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국가대표는 강성현 군(대전둔원고등학교 2

학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가할 예정이다.

2013년 국제 뇌올림피아드(International Brain Bee) 경시대회

는 2013년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국제 뇌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에게는 한국

뇌과학올림피아드 위원회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전

액 지원된다.

◎ 2013년 1학기 뇌공학 콜로퀴엄 

날짜 연사 소속 제목

3월 04일 Siamac Fazil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Brain-Computer Interfacing

3월 11일 김종배 박사 국립재활원 재활공학연구소
뇌파 및 생체 신호 기술을 이용한 장애인용 보조 기구와 

인터페이스 개발

3월 18일 최진영 교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인지 노화와 치매를 매개하는 뇌기능 및 구조

3월 25일 전상범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공학과
In-Vivo Optical Measurement of 

Neural Activity of Freely Moving Mice

4월 01일 권규현 박사 KIST 바이오닉스연구단
Embodied Cognitive Rehabilitation: 

Designing and Validating Systems

4월 08일 한창수 교수 KIST 바이오닉스연구단
Human Robot Cooperation Technology for the 

Future Robotics

4월 15일 신형진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Brain Tumors: General Considerations

4월 29일 서종범 교수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Therapeutic Ultrasound 

5월 06일 양희덕 교수 조선대학교 컴퓨터공학부
Recognition of the Impact of Unfinished Business in 

Human Sleep

5월 13일 백남종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Clinical Application of Brain Neuromodulation

5월 20일 박혜영 교수
경북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학부
Probabilistic Approaches to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5월 27일 박운상 교수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Image Analysis in Scale Space

◎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날짜 연사 소속 주제

02월 27일 Cheng-Lin Liu 교수
National Laboratory of Pattern Recognition, 

Chinese Academy of Sciences
Style Adaptive Pattern Field Classification 

04월 30일 Junhyong Kim 교수 
Department of Biology, University of 

Pennsylvania
Decoding the Chemical Sensory World

06월 11일 Sheng Li 교수 
Department of Psychology, Peking 

University

 The Mechanism of Reward Modulation on Attention 

and Working Memory in the Human Brain

07월 03일 Yoonsuck Choe 교수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

neering, Texas A&M University

Mouse Connectomics: Exploring the Mouse Brain's 

Wiring Diagram

07월 02일

~07월 05일

Dinggang Shen 교수
Dept. of Radiolog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Neuroimaging Analysis

* Medical Image Registration - Introduction 

* Groupwise Registration and Segmentation

08월 06일

~08월 09일

Neuroimaging Analysis

* Diffusion Image Registration

* Neuroimage-based Brain Disease Diagnosis

* Early Brain Development from Birth to 2 Years Old

제4회 단기강좌 프로그램 

날짜 시간 내용 강사

8월 5일
월요일

08:30-09:00 강좌 오리엔테이션 이성환 교수

09:00-11:00 Brain as an Organ 김동주 교수

11:00-12:00
Neuroimage-based Diagnosis of 

Brain Disorders
D. Shen 교수

12:00-14:00 중식

14:00-17:00 뇌파의 기본 원리와 분석법 민병경 교수

8월 6일
화요일

09:00-12:00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 데이터의 

이론 및 실습
이종환 교수

12:00-14:00 중식

14:00-17:00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Physical Priciples
박재석 교수

17:00-17:30 수료식

◎ 제4회 뇌공학 단기강좌 개최

뇌공학과는 8월 5일부터 6일까지 고려대 우정정보통신관에서 ‘제

4회 뇌공학 단기강좌-뇌영상 및 뇌신호처리 이론과 실습 과정’을 개

최하였다. 뇌공학 단기강좌는 뇌공학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뇌 신호

처리 기술을 습득해 뇌공학 관련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뇌공학 이론과 더불어 신경 신호와 뇌영상 

신호처리를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강좌는 고려대 

뇌공학과와 한국뇌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고려대 WCU(World 

Class University) 뇌공학융합 기술연구사업단이 주관하였으며 뇌공

학에 관심 있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하였다.

B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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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 역량이 높은 해외학자 확보를 통해 대학의 교

육·연구 풍토를 혁신하고,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사업을 진행함.

○  08년~12년 5년 동안 총 8,2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08년 기획 단계를 거친 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  크게 3개 유형으로 전공학과 개설 지원 과제(유형 1), 개별학자 초빙 지원 과

제(유형 2),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과제(유형 3)로 나누어짐.

WCU 사업은 각 연차별로 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

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뇌공학사업단은 연차평가에서 최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됨. 

 

○  고려대학교 뇌공학사업단은 2011년 11월 실시된 3차년도 연차평가에서 1유

형 34개 사업단 중 교육 및 연구 성과, 해외학자 활용도 등의 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를 나타내어 S 등급을 받았음. 뇌공학사업단은 2009년 11월 실시된 1차

년도 연차평가부터 3년 연속 S 등급을 받는 기록을 세웠음.

○  뇌공학사업단이 해외 초빙 과학자들을 초청, 매학기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례 

특강을 실시하는 Wednesday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프로그램은 WCU 

사업의 대국민 교육, 학술적 홍보 효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WCU 우

수성과로 선정됨.

○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2012년 5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

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고려대학교 뇌공학사업단을 WCU 사업 성과의 

우수 성공사례로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뇌과학 분야 수준을 높였으며, 차세대 

연구자들의 육성과 연구의 지평을 넓혀 주고 있다고 평가함.

○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이성환 교수(사업단장)가 이끄는 연구팀은 2008

년 유형 1의 전공학과 개설 지원 과제에 지원하여, 동년 12월 WCU 사업에 

선정됨.

○ 2009년 정보통신대학 뇌공학과를 신설하고, 동년 9월 첫 학기를 진행함.

○  국내 뇌공학 분양 혁신 연구진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고 정부 지원 예산으로 

세계 뇌공학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5명의 석학들을 교수진으로 구

축함으로써 해당 분양의 핵심 학과로 발돋움함.

○  뇌공학사업단 교수진은 2012년 12월 기준 세계적 학술지인 Nature를 포함한 

JCR 통계 Impact Factor(IF) 기준 상위 1% 저널에 총 21편의 논문을 게재함.

○  해외석학인 Heinrich H. Buelthoff 교수는 2012년 3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된 Abu Dhabi Air Expo 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되었으며, Anil K. Jain 교수는 

IEEE TPAMI에 논문을 게재하고, 주요 국제 학회의 Ceneral Chair로 선임되는 

등 해당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I 서론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WCU) 사업 진행

WCU 
우수 사업단 선정

WCU 
뇌공학융합사업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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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CU 사업 5년 성과 보고

○  2009년 출범 이후 WCU 뇌공학사업단은 IF 상위 1% 저널에 21편의 논문을 게재(온라인 게재 포함)했으며, IF 상위 

10% 저널에 4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기록함.

○  뇌공학과 교수진은 뇌공학과 출범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600회 이상의 학술활동(초청강연, 학회 발표 등)을 실시

하였으며, 국제 학회가 주관 및 주최하는 학술행사의 참여 비율이 높아 뇌공학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일조함.

○  지난 5년간 학생들은 국내외 다수의 학술행사에 참여해 포스터 발표 등을 진행하였으며, 우수 포스터상 수상 등의 

성과를 기록함.

WCU 뇌공학사업단은 2009년 출범 이후 IF 상위 1% 저널에 총 2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IF 상위 10% 저널에 총 47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기록함.

○ H. H. Buelthoff 교수는 SCI급 상위 1% 저널인 PNAS에 논문 2편을 게재함. 

○  C. Koch 교수는 뇌신경과학분야 최고수준의 학술지인 Nature, Science, Nature Neuroscience 등에 

총 4편의 논문을 게재함.

○  이성환, A. K. Jain, A. L. Yuille 교수는 인공지능 분야 1위 저널인 IEEE Trans. on PAMI에 총 14편의 논

문을 게재함.

○  SCI급 상위 10% 저널 논문 1인당 IF 총합이 14.81로 1, 2차년도(8.03)에 비해 향상되어, 참여 교수들

의 논문이 질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시사함.

○  SCI급 저널 게재 논문 1인당 피인용 횟수는 20.25를 기록했으며, 이는 뇌공학 연구분야를 선도하는 그

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함.

01논문 
성과

<WCU 5년간 뇌공학과 교수진 연구성과>

질적 성과지표*   (평가기간 내 저널 게재 된 논문 & 사사 표기) 

SCI급 상위 10% 저널 논문 1인당 Impact Factor 총합 14.81

SCI급 상위 1% 저널 게재 논문 수 21

SCI급 저널 게재 논문의 1인당 피인용 횟수 20.25

<WCU 5년간 뇌공학과 교수진 IF 상위 1% 저널 논문 게재 현황>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H. H. Buelthoff

Estimation of 3D Shape from Image Orientation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Science 전 분야에 걸쳐  

IF 상위 1% 저널에 해당

Visual Influence on Path Integration in Darkness Indicates a 

Multimodal Representation of Large-Scale Space

Action as an innate bias for visual learning

A. K. Jain

Age-Invariant Face Recognitio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JCR Computer Science 저널  

463개 중 IF 2위

Tag Completion for Image Retrieval

Orientation Field Estimation for 

Latent Fingerprint Enhancement

Matching Forensic Sketches to Mugshot Photos

Fingerprint Reconstruction: From Minutiae to Phase

Latent Fingerprint Matching

Altered Fingerprints: Analysis and Detection

Partial Face Recognition: Alignment-Free Approach

Heterogeneous Face Recognition Using 

Kernel Prototype Similarities

A Coarse to Fine Minutiae-Based 

Latent Palm Print Matching

C. Koch

A Smart Vision of Brain Hacking

Nature
Science 전 분야에 걸쳐  

IF 상위 1% 저널에 해당On-line, Voluntary Control of Human Temporal 

Lobe Neurons 

Opposing Effects of Attention and 

Consciousness on Afterimag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Science 전 분야에 걸쳐  

IF 상위 1% 저널에 해당

Seeing Through Incapacities Science
Science 전 분야에 걸쳐  

IF 상위 1% 저널에 해당

Image Signature: Highlighting Sparse Salient Region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JCR Computer Science 저널  

463개 중 IF 2위

A. L. Yuille 
Recursive Segmentation and Recognition Templates 

for Image Parsing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JCR Computer Science 저널  

463개 중 IIF 2위

이성환

Sign Language Spotting with a Threshold Model 

Based on Conditional Random Field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JCR Computer Science 저널  

463개 중 IF 2위A Novel Bayesian Frame Work for Discriminative Feature 

Extraction in Brain-Computer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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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H. H. Buelthoff 

The Quick and the Dead: When Reaction Beats 

Intention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JCR Biology 분야  

73개 저널 중 IF 7위
The Thatcher Illusion in Humans and Monkeys

Human-Centered Design and Evaluation of Haptic 

Cueing for Teleoperation of Multiple Mobile Robots 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Part 

B-Cybernetics

JCR Computer Science, 

Cybernetics 분야  

20개 중 IF 1위A New View on Biodynamic Feed through Analysis: 

Unifying the Effects on Forces and Positions

Modeling and Control of UAV Bearing-Formations 

with Bilateral High-Level Stee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Robotics Research

JCR Robotics 분야  

19개 중 IF 1위 A Passivity-Based Decentralized Strategy for 

Generalized Connectivity Maintenance

Visual Motion Responses in the Posterior Cingulate 

Sulcus: A Comparison to V5/MT and MST

Cerebral Cortex
JCR Neuroscience 분야 저널  

244개 중 IF 22위

What the Human Brain Likes about Facial Motion

Contributions of the PPC to Online Control of Visually 

Guided Reaching Movements Assessed with 

fMRI-guided TMS 

Human Areas V3A and V6 Compensate for 

Self-Induced Planar Visual Motion
Neuron

JCR NeuroScience 분야  

239개 중 IF 6위

Render Me Real? 

Investigating the Effect of Render Style on 

the Perception of Animated Virtual Humans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JCR Computer Science,  

Software Engineering 분야 저널 

99개 중 IF 3위

Is the Map in Our Head Oriented North? Psychological Science

JCR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분야 저널  

124개 중 IF 7위

Bilateral Shared Control of Multiple Quadrotors:

Balancing Autonomy and Human Assistance 

with a Group of UAVs

IEEE Robotics & Automation 

Magazine

JCR Automation & Control Systems 

분야 저널  

60개 중 IF 6위

S. R. Jackson

Parietal Cortex Coding of Limb Posture: 

In Search of the Body-Schema
Neuropsychologia 

JCR Experimental Psychology 분야  

72개 저널  IF 위

Cognitive Control Over Motor Output 

in Tourette Syndrome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JCR Behavioural Science 분야  

48개 저널 중 IF 3위

Compensatory Neural Reorganization 

in Tourette Syndrome
Current Biology

JC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분야 저널  

286개 중 IF 16위

D. Kersten 

Opposite Modulation of High- and Low-Level Visual 

Aftereffects by Perceptual Grouping Current Biology

JC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분야 저널  

286개 중 IF 16위Visual Motion and the Perception of Surface Material

Consequences of Polar Form Coherence for fMRI 

Responses in Human Visual Cortex
NeuroImage 

JCR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66개 중 IF 3위

<WCU 5년간 뇌공학과 교수진 IF 상위 10% 저널 논문 게재 현황>

C. Koch

Transcranial Electric Stimulation Entrains Cortical 

Neuronal Populations in Rats
Journal of Neuroscience

JCR Neuroscience 분야 저널  

239개 저널 중 IF 17위

Ephaptic Coupling of Cortical Neurons Nature Neuroscience
JCR Neuroscience 분야  

저널 239개 중 IF 5위

S. Edelmon 
General Cognitive Principles for Learning Structure in 

Time and Spa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JCR Neuroscience 분야 저널  

239개 저널 중 IF 9위

K. R. Mueller

Toward a Direct Measure of Video Quality Perception 

Using EEG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JCR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분야 저널  

247개 중 IF 13위

Enhanced Performance  

by a Hybrid NIRS-EEG Brain Computer Interface

NeuroImage

JCR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66개 중 IF 26위

Improved Decoding of Neural Activity 

from FMRI Signals Using Non-Separable 

Spatiotemporal Deconvolutions

Algebraic Geometric Comparison of 

Probability Distributions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JCR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 저널 

114개 중 IF 10위

곽지현
Gating Of NMDA Receptor-Mediated Hippocampal 

Spike Timing-Dependent Potentiation by mGluR5
Neuropharmacology

JCR Pharmacology & Pharmacy 

분야 저널  

252개 중 IF 25위

박재석

Susceptibility-Resistant Variable-Flip-Angle Turbo 

Spin Echo Imaging for Reliable Estimation of Cortical 

Thickness: A Feasibility Study

NeuroImage 

JCR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66개 중 IF 3위

Detection of Small Metastatic Brain Tumors: 

Comparison of 3D Contrast-Enhanced Whole-Brain 

Black-Blood MR Imaging and MP-RAGE Imaging

Investigative Radiology

JCR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13개 중 IF 8위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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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R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66개 중 IF 3위

정지채

DFT-precoded Coherent Optical OFDM with 

Hermitian Symmetry for Fiber Nonlinearity Mitigation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JCR Telecommunications 분야  

78개 저널 중 IF 5위

Graphics Processing Unit Aided Highly Stable 

Real-Time Spectral-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t 1375 nm Based on 

Dual-Coupled-Line Subtraction

Laser Physics Letters

JCR Instruments & 

Instrumentation 분야  

58개 중 IF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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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학과 교수진은 WCU 5년간 국제학회 주관 학술대회 457회, 국내학회 주관 학술대

회 175회 등 총 632회의 학술활동을 진행함.02학술활동 
성과

<WCU 5년간 학술활동 및 기타 성과>

구분 
발표

유형 

연차 / 참여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국내  

교수

해외 

석학

국내  

교수

해외 

석학

국내  

교수

해외 

석학

국내  

교수

해외 

석학

국내  

교수

해외 

석학

국제

학회 

기조연설 0 2 0 4 3 7 1 6 0 7 30

초청강연 0 0 1 3 9 30 7 22 3 20 95

그 외 

구두발표 
1 5 6 22 10 24 13 37 2 29 149

포스터 0 10 6 20 9 22 36 33 19 28 183

소계 1 17 13 49 31 83 57 98 24 84 457

국내

학회 

기조연설 2 0 0 0 0 1 0 1 0 0 4

초청강연 3 1 1 5 6 6 17 6 2 6 53

그 외 

구두발표 
5 0 4 0 23 2 16 2 4 1 57

포스터 6 0 4 0 17 0 23 5 5 1 61

소계 16 1 9 5 46 9 56 14 11 8 175

합계 17 18 22 54 77 92 113 112 35 92 632

○  뇌공학과 교수진은 국제학회 주관 학술대회가 457회로 

국내 학술대회 175회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역량을 갖춘 우수 교수진을 구성하고 있음

을 증명함.<그래프1>

이성환

Hand Gesture Recognition Based on Dynamic 

Bayesian Network Framework

Pattern Recognition
JCR Computer Science 분야  

463개 중 IF 38위

Simultaneous Spotting of Signs and Fingerspellings 

Based on Hierarchical Conditional Random Fields 

and BoostMap Embeddings 

Person Authentication from Neural Activity of 

Face-Specific Visual Self-Representation

Adaptive Occlusion State Estimation for Human Pose 

Tracking under Self-Occlusions

Brain Decod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Pattern Recognition

A Network of Dynamic Probabilistic Models for 

Human Interaction Analysis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JCR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분야 저널  

246개 중 IF 24위

Comparative Analysis using K-mer and K-flank 

Patterns Provides Evidence for CpG Island Sequence 

Evolution in Mammalian Genomes

Nucleic Acids Research

JCR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분야  

290개 중 IF 27위

한재호

Narrow Linewidth Continuous-Wave and Gain-

Switched Fiber Laser with Intracavity Unpumped 

Er-doped Fiber Loop

Laser Physics
JCR Optics 분야  

77개 저널 중 IF 4위

Depixelation of Coherent Fiber Bundle Endoscopy 

Based on Learning Patterns of Image Prior
Optics Letters

JCR Optics 분야  

79개 저널 중 IF 7위Elimination of Honeycomb Patterns in Fiber Bundle 

Imaging by a Superimposition Method

Dichloromethane Detection Based on Near Infrared 

Absorptive Sensing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

JCR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분야 저널  

245개 중 IF 11위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WCU 5년간 뇌공학과 교수 학술활동

국제 학술활동

72% (457회)

632회

<그래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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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년도 학술활동이 총 225회 진행되었으며, 1차년도 35회에 비해 괄목할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뇌공학과 교수진의 국내외 뇌공학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음을 증명함. <그래프2>

○  국제학회 주관 학술활동이 1차년도 총 18회에서 4차년도 155회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함

으로써 뇌공학과 교수진의 세계 뇌공학 분야 입지가 강화되었음을 증명함. <그래프3>

○  국내 교수진의 국제 학술활동이 1차년도 1회를 기록하였으나, 4차년도에서 57회를 기록함으로

써 국내 교수진의 글로벌 역량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함. <그래프4>

○  해외 교수진의 국제 학술활동이 4차년도 98회를 기록했으며, 1차년도 17회에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함으로써, 역량 있는 해외학자를 영입한다는 WCU 사업의 취지에 부합함. <그래프5>

 WCU 5년간 국제 학술활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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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일시
개최

국가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발표

유형

F.  

Biessmann

120628 SC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International Machine 

Learning Society

Canonical Trends: Detecting Trand 

Setters in Web data

구두

발표

120925 SPA
IEEE Workshop Machine 

Learning for Signal Processing

IEEE Signal Processing 

Society

Quantifying Spatiotemporal 

Dynamics of Twitter Replies to 

News Feeds

121207

US

Proceedings of the 2nd NIPS 

Workshop on Machine Learning 

and Inference in Neuroimaging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Foundation

Fast and Scalable Online CCA for 

Realtime Impact Analysis of Social 

Media Data

121208

On the Interpretability of 

Linear Multivariate Neuroimaging 

Analyses: Filters, Patterns and their 

Relationship

120918

GER

The Berstein Focus for 

Neurotechnology Workshop 

in Berlin

Bernstein Center 

for Computational 

Neuroscience Berlin

Towards an Estimate of the Neural 

Information of the BOLD Signal
초청

강연

130613

Dagstuhl Seminar: 

Interoperation in Complex 

Information Ecosystems

Schloss Dagstuhl
Subspace Methods for Data 

Integration

130304 US

Multimodal Neuroimaging 

Workshop at Institute for 

Pure and Applied Mathematics

Institute for Pure and 

Applied Mathematics

Spatiotemporal Decoding of Neural 

Activity from fMRI Signals
포스터

H. H. 

Buelthoff

120914 KOR
2012 World Class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What Do We Read from a Face? 

The Role Culture and Expertise 

초청

강연

121014 KOR
SMC 2012 Workshop on Shared 

Control
IEEE The MPI View on Shared Control

121106 KOR
ACCV 2012 Workshop on Face 

Analysis
Korea Robotics Society

What Computer Vision and 

Computer Graphics can learn about 

Faces from Human Psychophysics 

121126 KOR
Future Convergence Technology 

Forum & Exhibition 2012

Future Convergence 

Technology Forum & 

Exhibition 2012

Cognitive Science and its Impact on 

Future Convergence Technology

121212 KOR RS Lab Seminar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

nology: Robotics and 

Simulation Laboratory

Flying Robots and Flying Cars

130623 GER Fachforum auf dem Heliday 2013 HeliTreff & Kelheim
Und wenn wir einfach zur Arbeit 

fliegen?

130629 CAN
Workshop on Human Perception 

in Virtual Environments
York University

Virtual Reality and 

Simulation Research 

in the Max Planck Cyberneum

<뇌공학과 교수진 국제 학술활동 2012.09~2013.08 >

WCU 5년간 뇌공학과 교수진 국내외 학술활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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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 

Buelthoff

121015 KOR

201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A Cybernetics Approach to 

Perception and Action
기조

연설

130705 SWI
Konferenz für Wirtschafts- und 

Sozialkybernetik 2013

Fachbereich Wirtschaft 

der BFH

Wahrnehmen und Handeln aus 

kybernetischer Sicht: Implikationen 

für sozio-technische Systeme

S. Fazli

120831 USA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Using NIRS as a predictor for EEG-

based BCI performance

기조

연설

130218 KOR

2013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Tutorial on Multimodal Neuroimaging 

for Brain-Computer Interfacing

초청

강연

K. R.  

Mueller
130218 KOR

2013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Decoding Cognitive States with BCI
초청

강연

C.  

Wallraven
121114 UK Departmental Seminar Series University of Birmingham

Decoding Facial Expressions - 

From Cognition to Computation

초청

강연

민병경

121016 US
The 42th Annual Meeting of 

Society for Neuroscience

Society for 

Neuroscience

EEG Signals Reflect the Effect of 

the Country of Origin on Product 

Preference

포스터

발표

121123

KOR

The 12th China-Japan-Korea 

Joint Workshop on Neurobiology 

and Neuroinformatics

Brain Engineering 

Society of Korea, 

Chinese Society for 

Neuroscience, 

Japanese Neural 

Network Society 

EEG Correlates of a Background 

Illumination Condition on Human 

Cognitive Processing 초청

강연

130220

2013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EEG/Sonication-Based Brain-Brain 

Interfacing

120907 ITA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rchitectures and Mechanisms 

for Language Processing

Architectures and 

Mechanisms for 

Language Processing

Syntactic Indeterminacy Effects on 

Semantic Integration in On-Line 

Sentence Comprehension 

- An ERP Study on Korean

포스터

발표

이성환

120918 GER
2012 BBCI Workshop - 

Advances in Neurotechnology

Berlin Institute of 

Technology

Spatio-Spectral Filter Optimization 

in Bayesian Framework for EEG-

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초청

강연

130219 KOR

2013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Neuro-Driving: Automatic 

Perception Technique for 

Upcoming Emergency Situations

이종환 121122 KOR

The 12th China-Japan-Korea 

Joint Workshop on Neurobiology 

and Neuroinformatics

Brain Engineering 

Society of Korea, 

Chinese Society for 

Neuroscience, 

Japanese Neural 

Network Society

Real-Time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Neurofeedback

초청

강연

<뇌공학과 교수진 국내 학술활동 2012.09~2013.08 >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발표

유형

D. Kersten 120905

해외석학 수요공개강좌 Korea University

How Do We See 

What Objects are Made of?

초청

강연

A. L. Yuille 120912
Compositional Models of 

Visual Objects

A. K. Jain 120919 Large-Scale Data Clustering

K. R. Mueller 120926
Toward Brain Computer 

Interfacing

H. H. Buelthoff 121010 Flying Robots and Flying Cars

곽지현

121220 DGIST 로봇공학과 세미나 DGIST 로봇공학과
Computational Modeling of 

Neurons

130227 KIST 초청세미나 한국과학기술원 Single Neuron Computation

130308 2013년도 세계뇌주간
한국뇌연구협회/ 

미국 DANA Foundation
인공두뇌, 어디까지 왔나?

130620 피지옴(Physiom) 기반 독성평가 워크숍 안정성평가연구소
신경세포 모델링을 활용한 

신경약물평가

130828
5th Annual Meeting for Korean Society for 

Computational Neuroscience
한국계산신경과학회

Inhibitory Network-Dependent 

Modulation of Neural Code

김동주 130329
2013년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제 17차 춘

계학술대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위한 

기능적 뇌 모니터링

김상희 130828 계산뇌과학회 학술대회 계산뇌과학회 Cognitive Control of Emotion

민병경 130525 한국 인지과학회 연차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의식의 생리학적 이해 

A debate On Science of 

Consciousness

이성환

12112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세미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New Challenges 

in Multidisciplinary Research

130124 이화여자대학교 세미나 이화여자대학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연구 현황

130503 금요일에 과학터치 한국연구재단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세상

130614 한림심포지움 과학기술한림원
Big Data Neurotechnology 

연구 사례

한재호 121201 한국망막학회 학술대회 한국망막학회
OCT: Clinical Application in 

Ophthalmology

발표자 일시
개최

국가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발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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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9월~13년 8월까지 뇌공학과 교수진은 17건의 특허 등록(출원)의 성과를 

기록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5건의 특허 등록(출원)을 기록하고 있음.

○  뇌공학과 소속 학생들은 12년 9월~13년 8월까지 총 58회의 국내외 학술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국제 학술활동을 35회 진행함. <그래프6>

○  2011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82회의 국제 학술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1년간의 활동이 

42%를 차지함으로써 해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2012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비롯한 세계 수준의 국제 학술 대회에서 다수의 최우수 논

문상을 수상함1)으로써 뇌공학과 학생들의 수준이 우수함을 시사함.

○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2012년 12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보

고서에서 뇌공학과 학생들의 수준이 미국의 경우보다 높으며, 결과 보고 당시까지 국제적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03특허 
성과 04참여 학생 

활동

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출원) 번호

민병경

뇌파를 이용한 의도 인식용 두뇌 기계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2013-0041829 

(PCT 출원도 진행중)

뇌-뇌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2013-0059043 

(PCT 출원도 진행중)

신경 기능 제어를 위한 초음파 에너지 출력 시스템 및 방법 10-2013-0059173

박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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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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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회질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자기공명 영상 획득 방법
 10-2012-0035696

다중고역 필터와 단일저역 필터를 이용하여 다중 코일에 기반한  

합성 k-공간 병렬 영상 장치 및 방법
 10-2012-0049779

다중 고역 필터와 단일 저역 필터를 이용하여  

각 코일의 k-공간 병렬 영상 장치 및 방법
10-2012-0049780

이성환

뇌파를 이용한 주행체 제어 방법 및 장치 10-2012-0146516

적외선을 이용한 객체 인식 장치 10-2012-015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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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상태 시각 유발 전위를 이용한 객체 제어 방법 및 장치 10-2013-0048614

정지채

주파수 영역 광간섭 단층촬영 정보처리 장치 및 방법 10-1258557

광 간섭 단층 촬영 장치 및 방법 10-2013-0015423

광케이블용 홀더 및 이를 이용하는 광 계측 장치 10-1283545 

전압 제어 발진 시스템 10-1232539 

한재호
Apparatus and Method for User Interface 10-2012-0102180

Light Waveguide for Photoreceptor 10-2012-0142193

<뇌공학과 교수진 특허 등록(출원) 2012.09~2013.08 >

<그래프 6>

뇌공학과 학생 학술활동 (2012.09~2013.08)

국제 학술활동

60% (35회)

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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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유형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지도 

교수

구두

발표

최은수, 

이성환, 

C. Wallraven

121015

201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KOR IEEE

Face Recognition with Enhanced 

Local Gabor Binary Pattern from 

Human Fixations

이성환

조남규, 

A. L. Yuille, 

이성환

Self_Occlusion Robust 3D Human 

Pose Tracking from Monocular Image 

Sequence

석흥일, 

Y. Wang, 

이성환

121016
Online Learning of Sparse 

Pseudo-Input Gaussian Process

허동철, 

C. Wallraven, 

이성환

121017

Supervised Manifold Learning Based 

on Biased Distance for View Invariant 

Body Pose Estimation

D. Kersten, 

감태의, 

D. Mannion, 

이성환

121122

12th China-Japan-

Korea Joint Workshop 

on Neurobiology and 

Neuroinformatics

KOR

Brain Engineering 

Society of Korea,

Chinese Society for 

Neuroscience, 

Japanese Neural 

Network Society

Neural Mechanisms of Material 

Perception

김종민 130113

2013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umer 

Electronics

US IEEE 

Implementation

of Interference Can Celling Repeater 

based-on Software Defined Radioin 

Long Term Evolution 

정지채

김지현 130514

Europrean Conference 

on Biomedical Optics 

(ECBO)

GER
Optical Society of 

America

GPU Accelerated Real-Time 

Ultrahigh-Resolutio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Based on 

Multi-Superluminescent Diodes for 

Non-Invasive Skin Imaging

포스터

안현민

130413

2013 Annual Meeting of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US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Prior Experiences in Online Game 

Modulate Neural Reactivity to 

Game-related Scenes 

김상희

김신아
Brain Activities Associated with Game 

Images in DiabloⅢ Players

신혜일

Internet Addiction Disorder and 

Alterations in White Matter Integrity: 

a DTI Study 

안현민

130616

19th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US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Neural Activity Associated with Online 

Game Images from DiabloⅢ in 

Healthy Internet Users

신혜일

Neural Correlates of Personality in 

Healthy Young Adults: a Diffusion 

Tensor Imaging Study

포스터

김학승 130218

2013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 IEEE

Estimation on the Development of 

Cerebral Edema from 

Computed Tomography:  

Preliminary Studies for Pediatric 

Traumatic Brain Injury Patients

김동주

박수형
130420 

~

130426

ISMRM 21th 

Annual meeting
US

International 

Society 

for 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Multi-Scale Weighted Partially Parallel 

Imaging

박재석

이현열

Bz-SNR-Enhanced Echo-Shifted 

Incoherent Steady State Imaging for 

Electrical Conductivity Mapping

염슬기, 

이민호, 

이성환

120918

2012 BBCI 

Workshop - Advances 

in Neurotechnology

GER
Berlin Institute of 

Technology

Machine Learning Techniques for 

SMR-based NIRS-BCI Data

이성환

X. Ding, 

이종환, 

이성환

121015

201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KOR IEEE 

Investigation of Smoking Related 

Features in Spatio-Spectral Domain 

on Resting-State fMRI Data Using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신아영, 

이성환,

H. H. 

Buelthoff,

C. Wallraven

121016
A Morphable 3D-Model of Korean 

Faces

염슬기, 

이민호, 

S. Fazli, 

K. R. Mueller, 

이성환

121122

12th China-Japan-

Korea Joint Workshop 

on Neurobiology and 

Neuroinformatics

KOR

Brain Engineering 

Society of Korea,

Chinese Society for 

Neuroscience, 

Japanese Neural 

Network Society

Machine Learning Techniques for 

NIRS-based BCI

H. Shen, 

D. Mannion, 

D. Kersten, 

이성환

Effect of Object Contours on 

Lightness Processing in 

Human Visual Cortex

X. Ding, 

이성환

Are Cocaine Addiction Related 

Default-Mode Network Functional 

Connectivity Features Reproducible 

with the Selection of Different Model 

Orders in Group ICA?

김근태, 

이성환

130218

2013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 IEEE

Design of a Robotic Wheelchair 

with a Motor Imagery 

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감태의, 

석흥일, 

이성환

Non-Homogeneous Spatial Filter 

Optimization for EEG-Based Brain-

Computer Interfaces

김일화, 

김정우

Detection of Multi-Class Emergency 

Situations During Simulated Driving 

from ERP

<뇌공학과 학생들의 국제 학술활동 2012.09~20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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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오세진, 

소광섭,  

류명훈

130616

The 20th Annual 

Meeting of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US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Red Light Promotes the Aversive 

Evaluation of Unpleasant Stimuli: 

An EEG Study

민병경
소광섭, 

오세진,  

류명훈

The Event-Related Potentials Reflect 

the Perceptive Interaction Between 

Colorful Stimuli and RGBmodulated 

Background Illumination

강호중, 

김동율

121014

~

121021

2012 IEEE Interna-

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KOR IEEE

Are There Brain Regions Related to 

Speech Perception? Evidence from A 

Functional MRI Study

이종환

김동율

Pseudo-Real fMRI Data 

Generation and Its Utility 

toward Quantitative Evaluation of

Analytical Methods

김동율

The 12th China-Japan-

Korea-Joint Workshop 

on Neurobiology and 

Neuroinformatics 

KOR

Brain Engineering 

Society of Korea, 

Chinese Society for 

Neuroscience, 

Japanese Neural 

Network Society

Evaluation of Analytical Methods 

Dependent on Spatial Variability from 

fMRI Data

김현철
Simultaneous EEG-fMRI Analysis to 

Smoking Addiction: A Pilot Study

강호중

Involvement of Bilateral Superior 

Temporal Gyrus in Speech 

Perception: Evidence from 

Functional MRI Study

강호중 130616

19th Annue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US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Neuronal Networks Strongly 

Associated with Speech Hearing: 

Functional MRI Study

이천양 121015

201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KOR IEEE

Selective Noise Removal Method 

in Low Frequency Region for Fiber 

Bundle-Based Endoscopy

한재호

이천양

130218

2013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

IEEE

Learning Markov Random Field Image 

Prior for Pixelation Removal of Fiber 

Microscopy Using Sparse Coding 

Based on Bayesian Framework

차영문 IEEE

Efficient Edge Detection Method 

for Anatomic Feature Extraction for 

Neuro-Sensory Tissue Image Based 

o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이천양 130513

European Conferences 

on Biomedical Optics 

2013

GER
Optical Society of 

America(OSA)

Miniaturized Endoscopy Using 

Micro-Optic Imaging Fiber Bundle for 

Minimally Invasive Optical Biopsy

차영문 130514

Highly Accurate Segmentation for 

Functional Anatomy of Neuro-

Sensory Tissue Images Using Double 

Sided Kernels Based on Gaussian 

Mixture Model

<뇌공학과 학생들의 국내 학술활동 2012.09~2013.08 >

발표

유형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지도 

교수

구두

발표

김신아 130525
2013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얼굴표정 자극에 의한 정서조절 효과 김상희

김지현 121205

제 21회 광자기술 학술회의 

(PC 2012)
한국광학회

High-resolution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Based on Multiple 

Superluminescent Diodes at 1.3μm

정지채

박진희 

121206

A Study on Removal of Noise in Two-layer 

Turbid Media in Brain Using Two-detector 

Probes in Near Infrared Spectroscopy

신재영 

A Study on Pattern Classification of 

Hemodynamic Responses for Motor Tasks 

Using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fNIRS)

엄재홍 130509
제20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COOC 2013)
한국광학회

Reduction of GPU Computation Bottleneck for 

Real-time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

김주환 130823
2013 한국전자파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한국전자파학회 3－5 GHz 대역에서 CMOS 저잡음 증폭기 설계 

이천양

130131
2013년도 동계종합학술

발표회
한국통신학회

광섬유다발 기반 내시경 영상의 

효과적인 잡음 제거 방법

한재호

차영문
광간섭단층촬영 영상에 적합한 

윤곽검출 방법 개발

이천양 130704
2013년도 대한전자공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대한전자공학회

준초해상도 영상법을 기반한 

광섬유 현미경 영상의 손실 정보 복원 방법

이천양 130712
2013년도 한국광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광섬유다발 영상을 위한 사후확률을 

극대화하는 베이지안 프레임워크 학습방법

포스터

이수정

120925
제15회 한국뇌신경과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KV7 Modulates the Phase Precession of 

Subthreshold Membrane Potential Oscillations 

of Hippocampal Neurons
곽지현

장현재, 

김민철

Phase Precession of Membrane Potential 

Oscillation in an Adaptive Integrate-and-fire 

Neuron Model

김학승 130525
2013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뇌 조직 변형 양상 분석을 위한 

2D 다공초탄성 모델
김동주

정유진 130525
2013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Training Inhibitory Control Influences 

Smartphone Craving
김상희

발표

유형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지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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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감태의, 

D. Mannion 

D. Kersten

이성환

130221
2013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정보과학회

Visual Perception of Surface Materials

이성환

강동오, 

A. K. Jain 

이성환

Face Recognition at a Distance in Nighttime

신홍범, 

D. Mannion 

D. Kersten 

이성환

Does Neural Activity in Early Visual Areas 

Show a Similar Modulation by 3D Shape?

이동규, 

이성환

Crowd Behavior Representation for Anomaly 

Detection

조남규, 

A. L. Yuille 

이성환

Introduction to KU Dataset for Object Parsing, 

Scene Segmentation, and Scene 3D Geometry 

Estimation

김동율

130220
2013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정보과학회

Regulating Brain Regions Associated with 

Smoking Resist Real-time fMRI 

Neurofeedback: A Preliminary Study

이종환강호중
Bihemispheric Neuronal Networks Involved in 

Hearing Accuracy: Functional MRI Study

김현철

EEG Signatures Associated with Smoking 

Desire: A Pilot Study Using Simultaneous 

EEG-fMRI Data

III 결론

○  글로벌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국내 뇌공학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해외 석학 영입 및 학술대회 주관

    - SCI급 포함 다수의 논문 게재 및 국내외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

    - 뇌영상센터 건립 및 뇌영상센터 장비 시스템 구축

○  석·박사급 고급 창의인재를 양성함.

    - 금년 뇌공학과 1호 박사 졸업생 배출

    -  뇌공학과 학생들은 매년 국내외 다수의 학술대회에 참여하며 발표 등을 통해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고 

있음. 이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차세대 연구자들의 육성과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 2)

    - 본 사업단의 역량에 따라 추후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이 본격화될 전망

신경해부학: 서종모 교수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신경생리학: 김상정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뇌공학: 민병경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뇌질환 진단 및 치료: 박건우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신경해부학, 신경생리학, 뇌공학, 뇌질환 진단 및 치료 분야

뇌과학 세부 분야

* 참가 대상: 고등학교 및 대학교 1학년 재학생

* 접수 기간: 2013년 12월 1일(일) ~ 15일(일) (선착순 마감)

* 접수 안내: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홈페이지

주최: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회, 한국 뇌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주관: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한국뇌연구원

후원: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KAIST 뇌과학연구센터, POSTECH 뇌연구센터

발표

유형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지도 

교수

1. 한국경제 2012년 12월 16일 기사 고려대학교 WCU, 화려한 연구진·우수한 성과…뇌공학 메카 부상

2. 한국교육개발원(KEDI),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2012년 12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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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퀴엄 부문 1                                                                                                             

·강연일시 : 2013년 3월 11일

·강연제목 :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Science & Engineering

·강연연사 : 김종배 박사(국립재활원 재활공학연구소)

·작성자 : 소광섭

이번 학기 두번째 콜로퀴엄은 KAIST 석사과정에 계실 때 불의의 사고를 겪은 뒤 좌절

하지 않고 첨단 재활공학 연구에 매진하여 현재 한국의 장애인 재활연구 선봉에 앞장서

고 계신 분의 살아있는 강의였다. 어쩌면 박사님 자신이 장애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

요로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좋은 연구에 집중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도 들었다. 

박사님의 강의에서 관심 있게 들었던 부분은 현재 박사님이 계신 국립재활원 재활연구

소에서 진행 중인 뇌와 관련된 재활연구들이었다. 강의에서 박사님은 그 중 몇 몇 연구과

제들을 소개해 주셨다. 일반인은 손쉽게 버튼 하나로 할 수 있는 Emergency call 조차 어

려운 중증 ALS 환자들을 위해 뇌파를 측정, 이를 이용해 Emergency call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Emergency call 시스템, 간단한 뇌파를 이용, 에어컨, TV 등 각종 집안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룸 기술, 입력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화상키보

드를 보고 뇌파로 타이핑 할 수 있는 화상키보드기술 등 다양한 연구들을 강의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장애인 재활공학이라는 한 가지 분야에서 오로지 장애인의 환경 

편의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장애인의 실제 환경에 대해 깊게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

들이 불편해하는 상황들을 조금씩 해결해 줄만한 좋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생활에서도 조속히 상품화가 되어 편리한 환경을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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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퀴엄 부문 2                                                                                                             

·강연일시 : 2013년 4월 8일

·강연제목 : Human-Robot Cooperation Technology 

·강연연사 : 한창수 교수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작성자 : 최원민

과거 공장에서 정해진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로봇들이 대다수였다면 현대에서는 

로봇들이 공장에서 뛰쳐나왔다고 표현한다. 필드로 영역을 확장해오면서 비정형화된 로

봇이 되었다. 로봇을 크게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나누는데, 현대의 서비스 로봇

은 주로 청소하는 로봇 등 간단한 서비스 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미래에는 상당히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수준

의 로봇을 만들기 위해 제일 난관이 바로 뇌의 기능을 로봇에게 이식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20~3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어

려움 때문에 ideal 한 solution 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Human Robot 

Cooperation(HRC)인데 이것은 인간의 장점과 로봇의 장점을 적절이 합친 것이다. 

HRC 기술은 뇌와 육감은 인간이 담당하고, 로봇은 그 외에 부분을 담당한다. 이런 기술

에 기반이 되는 것은 Sensing, Control system, Interface 이다. 환경에 대한 Sensing이 있

어야 되고, 이것에 따른 Control에 더하여 Interface Technology가 필요하다.

이번 강연으로 인간 중심의 첨단 융합 로봇기술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었다. 한 교수님

은 로봇과 인간의 Contact Cooperation 연구가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국내 로봇 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았고, 이런 첨단기술의 보유는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나

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셨다. 로봇기술이 많은 분야에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 독점력을 통해 우리 고유의 기술 포트폴리오 작성의 중요성을 느끼게 했다.

  콜로퀴엄 부문 3                                                                                                              

· 강연 일시 : 2013년 4월 15일 

· 강연연사 : 신형진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의과학교실) 

· 강연제목 : Image-Guided Surgery in Bbrain Tumors 

· 작성자 : 박대현

현재 뇌종양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선조치는 수술을 통한 제거이다. 먼저 외과적 처치

를 통해 종양의 대부분이 제거되고 나면, 적정량의 국소적 방사선 조사나 항암화학요법 

등을 통하여 나머지 종양부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종양은 그 위치나 크기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술을 통한 종양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삼는다. 종양 조직과 일반조직은 다년간

의 경험 없이는 구분이 힘들며, 뇌수술은 본래 지극히 정밀한 시술을 요한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일부 병원에서는 기능성 MRI(fMRI)나 확산텐서영상(DTI),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

(PET),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병변, 즉 종양의 크기 및 위치, 형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연사가 제안한 바 뇌 영상유도수술 (Image-guided Surgery, IGS)의 표준 수순은 MRI / 

DTI등을 통해 종양의 위치, 크기 및 형태정보를 얻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정보는 병변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시술전략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개두술 (craniotomy)의 범위를 

최대한 환부에 국한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이후 실제 수술을 진행하며 시술진은 

주기적으로 PET / CT등을 통해 시술에 따라 종양과 정상 뇌조직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

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포인터를 통해 컴퓨터가 예측한 위치정보의 변화를 실시간

으로 전달받기도 한다. 연사는 본 강연에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IGS의 실제 운용

을 보여주었으며, 청자들은 이를 통해 뇌 영상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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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제목 : European Conferences on Biomedical Optics 2013

· 대회일시 : 2012년 5월 12일~16일

· 작성자 : 김지현(Optical Bio-Signal Processing Lab)

2013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뮨헨의 Mess Munchen에서 개최된 European 

Conferences on Biomedical Optics 2013에 참석하였다. 

이번 학회는 ECBO 2013 외에도 European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 

International Quantum Electronics Conference 등 6개의 학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World 

of Photonics Congress로써 전공 분야 외에도 많은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

다. 특히 ECBO 2013에서는 광학 생체 영상 관련한 많은 기술들이 소개되었고 광생체신

호연구실에서 연구중인 fNIRS와 OCT의 국제적인 연구 개발 트렌드도 살펴 볼 수 있었다. 

WCU 사업을 통해 연구 개발된 광생체신호연구실의 GPU accelerated real-time OCT 

기술도 여러 연구 그룹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유사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팀의 기술 

개발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WCU 사업을 통해 다녀온 

해외 학회 참석은 연구 시야를 넓히고 광학 생체 영상과 관련된 세계적인 연구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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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제목 : 201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 대회일시 : 2012년 10월 14일~17일

· 작성자: 김현철(Brain Signal Processing Lab)

뇌공학과 박사과정 김동율 학생, 석사과정 강호중 학생과 함께 2012년 10월 14일부

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The 201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IEEE SMC 2012)에 참가하여 “Are There Brain Regions 

Related to Speech Perception? Evidence from A Functional MRI Study”, “Pseudo-Real 

fMRI Data Generation and Its Utility toward Quantitative Evaluation of Analytical Methods”
에 대한 2편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다. 

해당 학회는 매년 2,500~3,00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neuroimaging 분야의 주요 

학회들 중 하나로써, EEG, MEG, MRI, fMRI, PET, optical imaging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

한 방면에 관하여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주관하고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강의함으로

써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학회이다.

특히 이번 2012년도 SMC은 학회 시작 하루 전 교육 일정을 잡아 3개의 튜토리얼

(Multiple Classifier System, Identify Federation and Acess Control in Cloud Computing, 

Machine Consciousness), 2개의 워크샵(Shared Control, Activity Monitoring by Multi-

camera Surveillance System Content-Based Image Retrieval), 그리고 1개의 데모(Visual-

ization and Browsing),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전 세계 저명한 학자들이 강의를 진행함으로

써, 관심 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최신 연구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

한 학회 일정동안 2,000개가 넘는 방대한 포스터 자료들을 보면서 neuroimaging 분야의 

최신 연구 방향 및 주제들을 다양하게 접함으로써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BCE 
Epilogue

참여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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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제목 : International BCI meeting

· 작성자: 김일화(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Lab)

International BCI meeting은 1999년을 1회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Brain com-

puter interface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Pacific 

Grove라는 지역의 Asilomar conference 센터에서 매번 개최되는 것을 통해 그 전통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장소는 태평양이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 그대로

의 환경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학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회 내내 굉

장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다른 외국 기관의 연구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

기가 좋았었다. 

International BCI meeting은 크게 3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세션 및 토론이 진행 되었다. 

첫째는 향후 BCI가 나가야 할 도전적인 이슈에 대한 것으로 인상 깊었던 주제는 Big data

에 대한 것이었다. 사람마다 다른 brain signal에 대한 문제를 Big data를 통해 해소 하겠

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BCI application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인상 깊었던 주제로는 

tDCS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피험자의 motor cortex에 직접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Motor 

Imagery 기반의 BCI 성능을 향상 시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BCI를 환자를 치료하거

나 보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인상 깊었던 주제로는 

눈을 감고 있어도 되는 SSVEP 기반의 speller에 관한 것 이었다. 눈을 감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시각 유발 전위를 이용해 높은 인식률을 나타낸 점이 놀라웠다.

총 5일 간의 BCI meeting 학회 참여를 통해 세계 유수의 선진 연구방법과 이슈들을 체

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적 네트워크의 영역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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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제목 : 19th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 작성자: 신혜일(Affective Cognition Lab)

미국 씨애틀에서 열린 이번 19th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학회에 앞서, Oxford 대학 FMRIB에서 준비한 학회지 근방에서 열린FSL 및 

FreeSurfer 워크샵 강의에 참여하였다. FMRIB팀은 FMRI 및 MRI 데이터 분석 방법을 연

구하는 팀으로 FSL이란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5일간 진행된 이 강좌는 기능적 및 구조적 뇌 영상 분석의 이론과 실습을 모두 다루

었다. 이론 강좌는 뇌 영상 획득에 대한 배경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전처리를 비롯

한 영상 분석에 대한 설명 및 영상 분석 결과에 대한 통계적 해석방법에 대한 설명까지 

제공되었다. 

이론 내용에 맞춰 진행된 실습은 참여자 두 명당 한 대의 컴퓨터가 제공되었으며, 제공

된 실제 샘플 영상데이터를 이용해 직접 분석을 실행해보도록 하였다. FSL을 비롯하여 다

른 영상 분석 프로그램인 Free Surfer 역시 워크숍 강연자들이 직접 개발한 영상 프로그램

이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인 강연이 진행될 수 있었다. 실제 영상 분석에 많은 분석 프로그

램들이 사용되고 있고, fMRI분석에 주로 이용하는 SPM이 아닌 새로운 영상 분석법을 익

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강의가 끝나고 워크숍 참여자들이 직접 자신의 fMRI 및 MRI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많

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으며, 이미 영상 분석에 경험이 있거나 영상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몇몇 참여자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강연장에 가져와 분석에 대해 문의하는 

등 열띤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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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일정

◆ 2013년 2학기 뇌공학 콜로퀴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 주최 :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고려대학교 뇌공학 연구소

- 후원 :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뇌인지과학 연계전공

            ※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무료 강좌임

BCE 
Information

일정

◆  2014년도 뇌인지과학 연계전공 모집 안내

- 일시 : 10월 2일(수) 오후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 206호

- 주최 :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고려대학교 뇌공학 연구소

- 문의 : http://brain.korea.ac.kr/bcs

◆ 2014년도 전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 과정 신입생 모집

◆ 2014년 한국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 개최

- 목적

   ·  21세기 인류 최후의 연구 영역인 뇌과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고양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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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국제 뇌올림피아드 경시대회(International Brain Bee)에 참

가할 한국 대표 학생을 선발함

- 주최 / 주관 / 후원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회,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  주관 :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한국뇌연구원

   ·  후원 :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성

균관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KAIST 뇌과학연구센터, POSTECH 뇌연구센터

- 행사 일시

   ·  2014년 2월 13일(목) ~ 14일(금)

- 행사 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 참가 대상

   ·  고등부 및 대학부: 2013년 12월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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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뇌과

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 

-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2013년 12월 2일(월) ~ (선착순 접수 마감)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접수 마감 전까지는 등록의 취소가 가능)

- 접수 및 기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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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뇌공학 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적 융복합 교육

- 뇌공학 분야 해외 석학 6인과 전임 교수 12인의 강의 및 연구 지도

- 해외 석학 1인과 전임 교수 1인의 공동 지도

- 전일제 대학원생 전원 장학금 지원

세계적 수준의 뇌공학 융복합 연구

-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석학 교수진과 공동 연구 참여 기회 부여

-  fMRI, EEG, TMS, INFS 등 고가의 뇌영상 장비를 이용한 연구 수행 가능

- 해외 석학 연구기관에서의 해외 연수 기회 부여

- 입시 설명회 : 2013년 9월 25일(수) 

- 지원서 입력 : 2013년 10월 7일(월)~11일(금)

- 서류 접수    : 2013년 10월 14일(월)~18일(금)

- 구술 시헙    : 2013년 11월 9일(토)

- 합격자 발표 : 2013년 12월 5일(목)

                            http://brain.korea.ac.kr

9월 02일
Analysis of Neurovascular Coupling Mechanisms using Machine Learning Methods

Felix Biessmann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9월 09일
Promoting Effective Neuro-Rehabilitation After Brain Injury

박형순 교수 (KAIST 기계공학과)

9월 16일
             Smart Sensing Technology for Ubiquitous Healthcare

  박광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과)

9월 23일
 Full 3D Human Reconstruction for Broadcasting Communication Fusion

황본우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콘텐츠연구소)

9월 30일
Mining Omics Data Helps Understand Phenotype-specific Biological Mechanisms

                      김선 교수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10월 07일 
  Computational and Scalable Neuroimage Analysis

  성준경 교수 (고려대학교 생체의공학과)

10월 14일
Functional Maps in Visual Cortex

백세범 교수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10월 21일
Electrophysiologic Evaluation of Neural Function in Clinical Practice

박경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10월 28일
The Effect of Meditation on Brain

강도형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11월 04일
Mind-Controlled Rehabilitation Robot

 김승종 박사 (KIST 의공학연구소 바이오닉스연구단)

11월 11일
Error Controls in Multiple Tests for Brain Image under Dependence

이영조 교수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11월 18일
Neuroprosthetics and Wearable Exoskeletons

 Jose L. Contreras-Vidal 교수 (University of Houston 컴퓨터공학과)

11월 25일
Neural Signal Processing for Optimized/Closed-loop Veural Prosthesis

김경환 교수 (연세대학교 의공학과)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5시~6시

장소: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주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후원: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뇌인지과학 연계전공

※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무료 강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