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뉴스레터

2014년 봄호

BK21플러스



1. 뇌공학과 소개

- 뇌공학이란

- 전임교원

- 해외석학

- 연구실

2. 특집

- 글로벌 항해를 향해 닻을 올린 뇌공학사업단

3. 교무 및 행정

- 교원 인사

- 국외훈련

- 장학금

- 개설과목 

- 학위취득자 

4. 학과 소식

5. 연구성과

- 논문게재 소식

- 학술활동 실적

6. 학술행사 및 세미나

7. 공동실험실 및 공동장비

8. 참여코너

- 콜로퀴엄

- 세미나

- 국외훈련

- 국제 학술대회

9. 일정

Contents

2014년 봄호

■ 발행일 : 2014년 3월 1일 ■ 발행인 : 이성환 ■ 발행처 : 고려대학교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 주소 : 136-7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전화번호 : 02-3290-5920 ■ 팩스번호 : 02-926-2168 ■ 홈페이지 : http://brain.korea.ac.kr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뉴스레터

인사말

새롭게 시작하는 2014년의 봄을 맞이하여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도 WCU 사업에서 BK21Plus로 새롭게 변모하는 사업 원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첫 학기를 시작한 이래

심도깊은 연구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WCU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의학, 공학, 생물학, 심리학 등 기초학문을 통해 ‘뇌공학’이라는 학문을 다각도로 투영해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교수진, 연구진 그리고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는

WCU 최우수 사업단이란 결실과 함께 BK21Plus 사업 선정이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목표를 되새겨 봅니다.

뇌공학 분야에서 향후 6년 후에 세계 Top 10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지난 WCU 사업을 통해 구축된 연구결과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진일보된 창의적 사고력, 신기술 적응력, 실용적 응용력을 고루 갖춘 뇌공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배출에

한 번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내외 뇌공학 분야 석학들과 연구진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각도에서 

보다 심층적인 뇌공학 분야의 연구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세계 석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신규 교류도 확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뇌공학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우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BK21Plus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을 시작하려는

저희 고려대학교 뇌공학과의 도약과 성공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이성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주임교수

BK21Plus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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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2월 미래 국가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 추진 및 학문의 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 사업의 유형 1 (전공학과 개설 지원) 과제에 선정되어 일반대학원 뇌공학과

를 신설하였으며, 2009년 9월 첫 학기를 시작하였다.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건강한 두

뇌를 모토로 삼아, 융합적 학문 지식과 창의적 소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외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2020년 이후, 뇌공학 분야 세계 Top 10 수준에 진입

하도록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뇌공학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인지과학, 바이오, 나노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연구 분야

이다. 이를 위하여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인공지능, 신경과학, 인지과학, 가상현실, 신호

처리 분야의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였

고, 5명의 뇌공학 분야 세계 최고 석학들로 해외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기능성 자기공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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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선근광분석기) 등 고가의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다.

 　　

HISTORY | 연혁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09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2명 초빙 (D. Shen, J. R. Millan)
09월   한국연구재단 BK21Plus 글로벌인재양성형 사업 선정
12월   2014년 1학기 뇌공학과 석·박사통합/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03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1명 임용 (K. -R. Mueller)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06월   2012년 2학기 뇌공학과 석·박사통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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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2008년

BRAIN 
Engineering

뇌공학이란

뇌의 기저 활동에 대한 심화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기술에 적용하고자 하는 뇌공학의 

연구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뇌신경 활동 이상으로 인

한 뇌질환 진단, 예측 및 예방을 더욱 용이하도록 돕는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알츠하이

머, 파킨슨씨병, 우울증과 같은 현대인의 뇌질환은 초기진단과 병의 진전을 예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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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 되게 된다. 뇌질환으로 인해 비롯되는 질병은 물론이고, 고령화로 인한 인체 기능

의 쇠진에 대한 재활보조 기술 역시 뇌공학을 통하여 진보할 것이다. 둘째, 신체의 움직임

을 제어하는 뇌신호의 분석을 통해 로봇이나 기계와 같은 외부 장치를 생각만으로 제어

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의 개발은 여러 원인으로 신체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 의수나 의족 등과 같은 인체 보조장비를 생각만으로 움직이게 해 이들이 일반인과 유

사한 활동을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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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산업 성장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인간의 뇌정보처리

와 인지능력의 비밀을 해독함으로써 뇌기능을 모방한 인지 로봇 및 인공지능 시스템 개

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2020년 이후

뇌공학 분야 글로벌 Top 10
목표 달성



04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뇌공학과 소개_전임교원뇌공학과 소개_전임교원

고려대학교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뉴스레터 2014년 봄호   05

BCE Professor

전임교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정지채  정교수

[연구 분야]   

기능성 근적외선 뇌활성 계측,  

빛 간섭 단층 촬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http://pulse.korea.ac.kr

이성환  정교수 / IEEE Fellow

[연구 분야]   

패턴인식, 기계학습,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http://image.korea.ac.kr

이종환  조교수

[연구 분야]   

뇌신호처리, 실시간 기능자기공명

영상, 기계 학습 

http://bspl.korea.ac.kr

박재석  부교수

[연구 분야]   

뇌영상공학, 영상신호처리 및 복원, 

자기공명영상 

http://biel.korea.ac.kr

김상희  조교수

[연구 분야]   

인지신경과학, 감성측정, 

감성조절 뇌훈련

http://acnl.korea.ac.kr

곽지현  조교수

[연구 분야]   

뉴로모픽 신경계 모델링, 

계산신경과학, 전기신경생리학 

https://ncl.korea.ac.kr

Christian Wallraven  

부교수

[연구 분야]   

Psychophysics, Cognitive Systems

http://cogsys.korea.ac.kr

민병경  조교수

[연구 분야]   

Ultrasound-Neuromodulation, 

EEG-based BCI, 

Brain-Brain Interface

http://mindbrain.korea.ac.kr

Siamac Fazli  조교수

[연구 분야]   

Brain-Computer Interfacing, 

Neuroimaging, Machine Learning 

http://cnt.korea.ac.kr 

한재호  조교수

[연구 분야]   

Biophotonic Sensors, 

Endoscopic Imaging, Surgical Robot

http://bpl.korea.ac.kr

김동주  조교수

[연구 분야]   

Mathematical Brain Modelling, 

Functional Cerebral Monitoring

http://cnm.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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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Professor

전임교원 한재호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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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ing Patterns of Im-

age Prior,” Optics Letters, Vol. 36, No. 16, pp. 3212-3214, 2011.

김동주  조교수

[대표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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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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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ysi-

ological Measurement, Vol. 30, No. 7, pp. 647-659, 2009.

정지채  정교수

[대표 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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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Channel Modeling for Indoor Broadband Power-Line Communications Networks With 

Arbitrary Topologies by Taking Adjacent Nodes into Account,” IEEE Transactions on 

Power Delivery, Vol. 26, No. 3, pp. 1432-1439, 2011.

-  “Performance Limitations of Subcarrier Multiplexed WDM Signal Transmissions Using 

QAM Modulation,”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Vol. 27, No. 18, pp. 4105-4111, 

2009.

이성환  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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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dicting BCI Subject Performance Using Probabilistic Spatio-Temporal Filters,” PLoS 

ONE, Vol. 9, No. 2, e87056, 2014.

-  “Changes of Functional and Effective Connectivity in Smoking Replenishment on De-

prived Heavy Smokers: A Resting-State fMRI Study,” PLoS ONE, Vol. 8, No. 3, e59331, 

2013.

박재석  부교수

[대표 업적]

-  특허: 신경영상 관련 새로운 자기공명영상 및 영상복원 기술 (10-2012-0021249)

-  “Susceptibility - Resistant Variable-Flip-Angle Turbo Spin Echo Imaging for Reliable Es-

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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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 Wallraven  부교수

[대표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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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ilarity Judgments of Novel Objects” Experimental Brain Research, Vol. 225, No 2, 

pp. 277-289, 2013.

-  “The MPI Facial Expression Database - A Validated Database of Emotional and Conver-

sational Facial Expressions,” PLoS ONE Vol. 7, No. 3, e32321, 2012.

-  “The Thatcher Illusion in Humans and Monkey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Vol. 277, No. 1696, pp. 2973-2981, 2010. 

민병경  조교수

[대표 업적]

-  “Neurophysiological Evidence for the Country-of-Origin Effect: An Event-Related Poten-

tial Study,” NeuroReport, Vol. 25 No. 4, pp. 274-278, 2014.

-  “Bright Illumination Reduces Parietal EEG Alpha Activity During a Sustained Attention 

Task,” Brain Research, Vol. 1538, pp. 83-9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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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logy, Vol. 28 No. 11, pp. 552-560, 2010.

김상희  조교수

[대표 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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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rore-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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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amac Fazli  조교수

[대표 업적]

-   “Enhanced Performance by a Hybrid NIRS-EEG Brain Computer Interface”, NeuroIm-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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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지현  조교수   

[대표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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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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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Plasticity and 

Phase Response Curves,” Nature Neuroscience, Vol. 8, pp. 1677-1683, 2005.

이종환  조교수

[대표 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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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 63, No. 4, pp. 1864-1889,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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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roIm-

age, Vol. 40, No. 1, pp. 86-1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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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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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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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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plex Set of Focal Abnormaliti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62, No. 11, 

pp. 1218-1227, 2005.

-  “Morphological Classification of Brains via High-Dimensional Shape Transforma-

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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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E Professor

해외 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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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Laboratory

연구실

본 연구실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 아래서의 인간의 

인지능력 변화 분석 및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하여 입

력되는 자극의 디코딩 연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인간의 효율적이고 우수한 인지 시스템을 이해하여 이

를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시키

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1명의 박사

과정 (fMRI 기반의 시각과 촉각 자극 디코딩 연구), 1명

의 석·박사 통합과정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의 인간의 얼굴 인지능력 분석 연구) 학생

이 독일 튀빙엔에 위치한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연구원들과 공

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인 연구소의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연구원들과의 

토의 및 연구는 보다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연구 

외적인 부분에서는 연구실 멤버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가을 워크숍을 진행하

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수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Biological 
Cybernetics Lab.

지도교수
Heinrich H. Buelthoff

본 연구실은 뇌신경 정보처리 이론을 토대로 신경

망에서의 기억저장 기전을 밝히는 것을 주 목표로 연

구하고 있다. 특히 신경세포가 신경생물학적으로 어떻

게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궁

극적으로는 뇌 신경 신호에 숨겨져 있는 신경계 언어

인 ‘Neural Code’를 이해하고자 한다. 현재 전기생리학

적 실험 기법을 사용해 실제 뇌에서의 뇌신경 정보처리 

원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신경계를 모사하는 뉴로모픽 신경계 모델을 구축하여 신경계에

서의 뇌 정보처리 원리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뇌정보처리에서의 신경계 구조의 역할 연

구, 신경계 질환에서의 정보처리 특성 연구, 뇌정보처리 원리 기반의 차세대 정보처리 시

스템 개발 등의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경계의 정보처리 원리에 관

한 연구를 통해, 신경계 언어의 완전한 이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Neural 
Computation Lab.

지도교수
곽지현

본 연구실은 6명의 대학원생이 인간의 뇌파 (EEG)

를 측정하여 인지적·의식적 속성, 특히 자극 전의 의

도나 하향식 정보 처리과정의 뇌파 연구와 이를 통해 

뇌-기계 접속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인지 혹은 의도적 

뇌파 신호를 추출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3월부터

는 미국 럿거스 대학과 일본 이화학 연구소에서 뇌파 

기반 BCI를 연구해 온 최규완 박사가 연구교수로 합류, 

본격적인 BCI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글로벌 프론티어 과제로 뇌의 특

정 영역의 기능을 선택적·비침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저강도 집속 초음파’ 자극법을 

통한 신경기능제어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뇌파 기반의 BCI와 초음파 기반

의 CBI를 융합한 뇌에서 뇌로의 신호 전달체제 (Brain-Brain Interface)의 개발을 통해, 뇌 

신호가 타인의 뇌기능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

Mind-Brain Lab.

지도교수
민병경

본 연구실은 뇌 조직 변화의 특성과 세부 매커니즘

을 규명, 이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더욱 향상된 뇌질

환 진단 및 조직 양상 파악 방법·기술을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실의 연구 패러다임은 글로벌 

패러다임과 구조적 패러다임으로 나뉜다. 글로벌 패러

다임을 적용한 연구의 예로, 현재 임상에서 자율신경계 

(Autonomic Nerve System) 이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검사들을 대체하는 통합·개선된 자율신경계 진단 모델과 뇌 외상 및 

수두증 환자들의 뇌 모니터링을 이용, 뇌 생리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환자 진단 모델의 개

발이 있다. 후자인 구조적 패러다임을 적용한 연구의 예로는 정상인의 뇌와 수두증 및 다

양한 뇌 외상 환자의 CT·MRI 이미지를 분석하여 육안으로 확인키 어려운 뇌부종에 대한 

조기진단 툴 개발이 있다. 또한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을 적용함으로써 구현

한 실제 환자의 뇌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뇌병변의 의학적 경과를 예측하는 환자 맞춤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구조적 패러다임 연구에 속한다.

Clinical Neuro 
Modeling Lab.

지도교수
김동주

본 연구실은 Klaus-Robert Mueller 교수 지도하에 

뇌공학 연구의 한 분야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대뇌 기능 및 영역간의 

분석을 통하여 뇌 인지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연

구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기계 학습 및 뇌 신호 처리 

기법의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근적외선

을 이용하여 두뇌의 혈류량을 측정하는 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와 전기적 뇌 신호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Electroencephalography 

(EEG)를 함께 사용하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Hybrid Brain-

Computer Interface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Neurotechnology 
Lab.

지도교수
Klaus-Robert Mueller

본 연구실은 얼굴인식, 지문인식, 그리고 홍채인식 

등 생체 인식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다. Jain 교수님의 

지도 아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주 얼굴인식 

세미나를 통해 얼굴인식을 연구하는 석사 및 박사들

이 모여 각자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얼굴 인식 관

련 연구발표를 통해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개선 방향

에 대해서 토론한다. 지난 11th Asi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에 본 연구를 주제로 ‘Nighttime Face Recognition at Long Distance: 

Cross-Distance and Cross-Spectral Matching'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보안 시스템 적용 

가능성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재 원거리 적외선 얼굴 인식 연구는 얼굴 데이터

베이스 수집, 강력한 얼굴 인식 알고리즘 연구, 그리고 향상된 자동 얼굴 인식 시스템 개

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Biometrics 
Lab.

지도교수
Anil K. Jain

본 연구실은 정서정보에 대한 인지적 조절기제 탐구

를 기반으로 fMRI 등의 최신 장비를 이용한 정서 조절

장애의 뇌과학적 이해, 인지과제를 통한 자기통제기능 

개선, 비침습적 뇌자극을 통한 조절기능 향상기술 개

발 등을 주 연구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글로벌박사 펠

로우십 수혜자 1명,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2명, 학부

연구생이 세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

인지과학회, SFN, OHBM 등 국내외 학회에 참여해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해 각 분야

의 연구자들과 교류를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EEG, SCR, EMG 등의 생체신호 분석과 바

이오피드백에 관련한 프로젝트가 연속 선정되면서 고차정서기능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정서인지 기능의 통합적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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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ective Cognition 
Lab.

지도교수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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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실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fMRI) 장치 및 

뇌전도 (EEG) 장비등 다양한 뇌 영상 측정 장비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에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뇌의 기능

을 분석하는 데 주요 연구 목적이 있으며, 기존 연구 내

용으로는 새로운 기계 학습 방법인 독립 벡터 분석을 

통한 기능성 자기 공명 데이터 분석 기법 개발, EEG-

fMRI 동시 측정을 통한 수면 및 간질 환자 연구, 그리고 

실시간 fMRI 기법에 기반한 신경 귀환 방법 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신호처리 기반의 뇌 

영상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우울증, 정신 분열증, 중독증 등 각종 신경 정신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Brain Signal 
Processing Lab.

지도교수
이종환

본 연구실은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각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연구인 광통신, 고주

파 회로와 함께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체조직 정보를 

비침습적으로 영상화하는 Optical Coherence Tomo-

graph (OCT)와 근적외선을 이용해 두뇌의 혈류 변화

량 정보를 얻어 두뇌 활성도를 측정하는 Near Infrared 

Spectroscopy (NIRS) 등의 뇌공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특히 국제학회인 2014 ICEIC에 참여해 소속 학생이 한국인 중 유일하게 우수논문상

을 수상했으며, 해당 카테고리 상위 3% 이내 SCI 저널인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연구 외적으로는 연 1회 산행, 신년에

는 연구실 졸업생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가지며, 지도교수와 정기적인 식사자리를 마련하

는 등 연구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Optical Bio-Signal 
Processing Lab.

지도교수
정지채

본 연구실은 총 3개의 연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컴퓨터 비전 그룹은 카메라 기반 다양한 상황 및 객

체 인식을 목표로 수화, 대화형 표정, 객체, 원거리 얼

굴, 휴먼 행동 인식 등과 휴먼 상호작용 분석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뇌-기계 인터페이스 그룹은 뇌 신호를 기

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

발을 목표로 뉴로 드라이빙, NIRS 기반 BCI, 커뮤니케

이션을 위한 스펠러 등을 연구 중이다. 마지막으로, 신경재활공학 그룹에서는 웨어러블 

로봇인 하지 보행 로봇, EMG 기반 상지 보철, FES 기반 하지 제어 시스템 등의 연구와 뇌 

신호 기반의 새로운 신경 재활 인터페이스 개발을 목표로 휠체어, 로봇 팔, 하지 외골격 

로봇 등의 제어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Lab.

지도교수
이성환

본 연구실은 광학기반 생체 이미징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광 신호/영상처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

다. 본 연구실은 다양한 센서와 영상기법에 대한 기

초 및 응용연구를 기반으로, 뇌를 포함하는 생체형태

의 신호획득 및 기능의 전기/광학적 반응신호 추출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광간섭단층촬

영술, 차세대 광음향 뇌-기계 인터페이스 및 영상시스

템 기술, 패턴인식 기반 감각신경 자동인식 시스템, 그리고 광섬유다발 기반의 다기능성 

영상시스템 등의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뇌/생체 조직 신호를 효과적으로 획득하

고 처리하는 다양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앞으로 뇌공학, 의공학, 및 인공지능 분야의 발

전을 이끌어 갈 것이다.

Bionics and 
Photonics Lab.

지도교수
한재호

Cognitive 
Neurotechnology 
Lab.

지도교수
Siamac Fazli

본 연구실은 뇌 인지 공학 기반의 BCI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특히 사람의 뇌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여러 

종류의 뇌 신호를 동시에 획득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

는 뇌 신호 융합 기술 및 패턴 인식에 대한 연구를 활

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사용자의 편

리성이 강조되는 BCI 기술 동향에 맞추어, 기존 두피에 

젤을 삽입하는 방식이 아닌 건식 기반 무선 EEG 측정 

장비의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에 있다. 이 밖에도 뇌파 생성 훈련 시간을 최소로 줄임으로

써 사용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사용성을 향상 시킨 Zero-Training 기반의 분류기 학습 알

고리즘 개발, 그리고 사용자의 뇌 활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사용자의 

집중력, 이해력, 피로도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학습 능률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BCI 통합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CE Laboratory

연구실

Cognitive 
Systems Lab.

지도교수
Christian Wallraven

본 연구실은 지각적·인지적인 실험들과 결부된 기

계학습 및 컴퓨터 그래픽스의 최첨단 방식을 이용하여 

인간의 우수한 인지 시스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얻은 지식을 로봇공

학, 컴퓨터 비전, 컴퓨터 애니메이션, 의료기기 등과 같

은 인공 지능적 인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하여 정

진하고 있다. 연구실의 철학에 걸맞게 현재 컴퓨터 과

학, 심리학, 동양의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활발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맺어 얼굴 및 

얼굴 표정 인식, 다감각적 지각, 미학의 인지계산적 관점 등의 연구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

서 학업을 익히고 있다. 특히 세계적 연구기관인 독일의 Max Plan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그리고 영국 웨일즈의 Cardiff University와의 돈독한 우정을 바탕으로 주기적

인 교류를 통한 지식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초전도 현상과 고주파를 사용하는 차

세대 의료영상기기인 자기공명영상 (MRI)의 기술개발

을 하는 연구실로 MRI에서 신호를 만들어 내는 기술

부터 획득한 신호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영상복원 기

술까지 MRI에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 연구 주제

로는 자기공명영상시간을 단축시키는 고속이미징기법

은 물론 기능형 자기공명영상 (fMRI)의 일종으로 뇌 조직의 Susceptibility를 영상화하는 

Susceptibility Weighted Imaging (SWI), 물체에 전류를 흘려 물체의 임피던스를 영상화 하

는 Magnetic Resonance Electric Impedance Imaging (MREIT), 뇌 조직의 전도성을 영상

화하는 Electrical Property Imaging (EPT)가 있다. 또한, 연구원들은 매년 국내외 자기공

명영상 학회인 KSMRM과 ISMRM에 참여해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하고, 단합을 위한 워

크숍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학부 인턴쉽 및 대학원 과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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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medical 
Imaging and 
Engineering Lab.

지도교수
박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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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항해를 향해 닻을 올린 

뇌공학사업단

고려대학교 뇌공학사업단 (현,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단장 이성환)이 BK21Plus ‘글로벌 인재양성형’ 사업에 선정됐다. BK21Plus는 BK21과 WCU 사업의 

연장선으로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총 3조 3,143억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지난해 9월 3개의 세부 사업 중 하

나인 국가발전 핵심 분야의 대학 교육, 연구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인재양성형’ 사업 부문에 총 21개 사업단을 최종 선정했다.

전체 예산의 16%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 부문에 이름을 올린 뇌공학사업단은 지난해 잔여 6개월 해당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매년 19여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

다. 이로써 뇌공학사업단은 지난 WCU 사업부터 이어온 글로벌 인재 양성과 신진 연구 인력 양성 등 사업단의 연구역량 강화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

다. 뇌공학과 주임교수이자 사업단장인 이성환 교수는 “뇌공학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사업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일궈낸 성과”라며 뇌공학사업단의 미래에 대해  “앞

으로 BK21Plus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주기 바란다”는 포부와 동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했다.

BK21플러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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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뇌공학사업단은 2008년 12월 세계 수준 연구중심

대학 (World Class University, 이하 WCU) 사업에 선정됐다. 미

래 국가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 추진 및 학문의 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WCU 사업은 3개의 세부 사

업으로 구성되며, 뇌공학사업단은 유형 1 ‘전공학과 개설 지원’ 

과제에 선정되어 일반대학원 뇌공학과를 개설, 2009년 9월 첫 

학기를 시작했다. ‘건강한 두뇌’를 모토로 삼은 사업단은 융합적 

학문 지식과 창의적 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연구진들의 공동연구를 통해 향후 뇌공학 분야 세계 톱 10 수준

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연구진 구축
사업단 출범 당시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적 동작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지과학, 바이오, 나노 기술을 융합한 새

로운 미래 유망 연구 분야인 뇌공학은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내 연구 환경은 시작 단계에 불과했다. 

이성환 단장은 “뇌공학 기술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블루오션으로 지목되어 왔다”며 

당시 학계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뇌공학사업단은 출범과 함께 패턴인식 분야 국내 일인자인 이

성환 교수를 필두로 통신 및 신호처리 분야 전문 연구자인 정지

채 교수 등 뇌공학 분야 최정상 전문가들인 정보통신대학 교수들

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축했다. 또한 곽지현, 김동주, 민병경 교

수 등 뇌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진 연구 인력을 

매년 충원함으로써 국내 연구진의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세계 뇌공학 분야를 선도하는 5명의 해외 

연구진을 해외석학으로 영입, 글로벌 역량 강화도 동시에 진행

했다. 해외석학 중 한 명인 H. H. Buelthoff 교수는 세계 최대 

뇌공학 연구소인 독일의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의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네이처 등 세계적

인 학술지에 수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한 해당 분야의 세계적 권

위자로 현재 BK21Plus 참여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A. K. 

Jain 교수는 디지털 영상 처리 분야의 최고 저서라 꼽히는 Fun-

damentals of Digital Image Processing을 출판한 해당 분야 최

고의 권위자이다. 이 외에도 S. Jackson, C. Koch, S. Edelman 

교수 등 뇌공학 분야에서 저명한 연구진을 해외석학으로 구축했

다. 국내외 뇌공학 분야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축한 뇌공학사업

단은 이들의 활발한 대내외적 교류를 통해  기존의 국내 뇌공학 

관련 학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5년이

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주목 받는 연구 성과
국내외 연구진의 시너지는 WCU 5년간의 연구 성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뇌공학사업단은 WCU 5년 동안 굵직한 연

구 성과들을 도출해 냈다. 네이처, 사이언스 등의 세계 최고 학술

지를 포함한 Impact Factor (IF) 상위 1% 저널에 총 21편의 논문

을 게재했으며, 상위 10% 저널에 49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주목

할 만한 점은 WCU 5년간의 교수 1인당 연평균 IF 총합이 14.81

로 기록적인 성과를 낸 점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대

학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성과로 평가받고 있

다. 특히 BK21Plus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진으로 재구성했을 경

우, IF 합이 17.166으로 월등히 높아져, 뇌공학사업단의 연구진

의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내외 학술활동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뇌공학사업단

의 WCU 5년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WCU 5년간 뇌공학사업단의 

연구진은 600회가 넘는 학술활동에 참여 하였다. 특히 국제학회 

학술행사가 전체 참여 횟수의 70%가 넘는 457회에 달해 연구진

의 경쟁력이 세계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성환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글로벌 선도 연구 그룹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머지않아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출되는 뇌공학 인재들
연구진의 역량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에서도 경쟁 대학을 압도

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2009년 21명의 석사과정으로 시작된 뇌

공학과는 지난해 2월 첫 박사를 배출한 데 이어, 학과 졸업 후 졸

업생의 전공에 적합한 직종으로의 취업이 원활이 이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2월과 8월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75%

가 넘는 취업률을 보였으며, 취업자 중 취득 전공에 적합한 직종

으로 취업한 비율이 90%에 육박했다.  

뿐만 아니라 뇌공학과 재학생들의 학술활동 또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 동

안 뇌공학과 학생들은 58회에 걸쳐 학술활동에 참여했으며, 이

중 60% 이상이 국제학회 학술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

난 2012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세계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성과와 과제’에서 뇌공학과 학생들의 수준

이 미국의 경우보다 높으며, 결과 보고 당시까지 국제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해 뇌공학사업단의 사업 성과가 탁월함을 

입증하고 있다.

최고를 만드는 첨단 연구 환경
최고의 연구진 구축과 우수 인재 모집을 통한 눈부신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려대학교 측의 뇌공학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아래 첨단 연구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7월 뇌공학사업단은 뇌공학 연구에 필수적인 장비인 fMRI (기능

성 자기공명영상장치)를 갖춘 뇌영상센터를 건립했다. 특히 뇌

영상센터 건립에 무려 30억원의 비용이 투입됐으며, 고려대학교

에서 전액을 지원해 고려대학교의 뇌공학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공학사업단은 fMRI 장비를 포함하여 EEG 및 생체

신호 측정 장비, 자극제시 장비 등 최신 장비를 확보, 사업단 뿐

만 아니라 국내 관련 연구자들이 뇌공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단이 구축한 장비들은 다양한 뇌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고가의 최신 장비들로 현재 대학 최고의 

뇌공학 연구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3박자가 만들어낸 ‘S’
고려대학교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 뇌공학사업단은 매년 눈부

신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2009년 11월 사업단은 WCU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11

년 11월 실시된 3차년도 연차평가까지 1유형 사업단 중 교육 및 

연구 성과, 해외학자 활용도 등의 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를 보

여 3년 연속 ‘S’ 등급 평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지난해 8월 

WCU 사업 종료와 함께 이뤄진 최종 평가에서 다시 한 번 최우

수 사업단에 선정되면서 1유형 사업단 중 한국연구재단으로부

터 유일하게 ‘S’ 등급을 4회 획득한 사업단이 되었다. 한국교육

개발원은 2012년 5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성

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뇌공학사업단을 WCU 사업 성과의 우수 

성공사례로 제시, “국내 뇌과학 분야 수준을 높였으며, 차세대 

연구자들의 육성과 연구의 지평을 넓혀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뇌공학사업단의 성공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해 준 고려

대학교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내 뇌공학을 세계적 수준까지 끌

어 올린 국내외 연구진과 최고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을 바탕으

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들의 3박자가 갖춰졌

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난해 9월 

뇌공학사업단은 BK21과 WCU의 후속 사업인 BK21Plus의 '글

로벌 인재양성형' 사업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WCU에 이어 

BK21Plus의 사업단장을 맡게된 이성환 교수는 “‘건강한 두뇌’

를 모토로 뇌공학사업단은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온 결과”라며 “BK21Plus 사업을 통해 국내 뇌공학 

분야 발전에 일조하고 이를 넘어 뇌공학 분야 세계 톱 10 수준까

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향후 뇌공학사업단의 발전에 대

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뇌공학 메카로 부상하다
- 화려한 연구진, 최고의 장비 갖춘 뇌공학 메카

- WCU ‘S’ 등급 평가 등 5년간 괄목할 성과 이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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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Plus 사업에서 고려대학교 뇌공학사업단은 1유형에 해

당하는 글로벌 인재양성형에 선정됐다. 뇌공학사업단은 이번 사

업을 통해 2019년까지 빅데이터 뉴로컴퓨팅, 뇌-기계 인터페이

스, 뇌 질환 조기 진단 및 예측, 인지 및 신경 재활 공학의 네 분

야를 집중 연구 분야로 설정, WCU 사업의 글로벌 교육 및 연

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뇌공학 연구의 글로벌화를 통한 국내 최

고, 세계 10위의 창의적 글로벌 뇌공학 연구 집단으로 도약한다

는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 확보 및 유지 힘써
뇌공학사업단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맞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융합형 인재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WCU 사업의 

성과와 BK21Plus 사업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수

한 대학원생들을 확보하고자 전담 팀을 구성했다. 전담 팀은 본

교 및 타 대학의 관련 학과를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직접적인 홍보 외에도 뇌공학 관련 경시대회 개최를 통해 인재 

확보에 나선다. 사업단은 지난 2009년 한국인지과학회와 함께  

‘뇌과학 캠프’를 개최, 2010년부터는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

로 발전시켜 뇌과학 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지닌 학생들을 지원하

고 있다. 특히 올림피아드 입상자를 대상으로 매년 여름 본교에

서 ‘뇌과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를 개최, 뇌과학 관련 특강 진행

과 함께 국제 올림피아드에 참가할 한국 대표를 선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뇌공학을 이끌어 갈 핵심 영재를 발굴해 향후 본

교 뇌공학과로의 진학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했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대학생 바이오 

및 뇌공학 경시대회’를 활용해 사업단을 홍보,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인재 확보 활동을 지속해 나

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사업단의 다양한 연구실의 연구 내용, 프로젝트, 연구원 생

활 등을 미리 체험해보는 오픈랩을 실시하여 뇌공학과로의 진학

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단은 우수 인재 확보 뿐만 아니라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

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BK21Plus 사업에 참여

한 뇌공학과 한재호 교수는 “우수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장려금 

지원, 국제 학술대회 참여 및 해외 연구 기회 부여, 연구 성과

에 대한 창업 기회 제공 등 성과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계획, 실

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지원계획을 밝혔다. 한 교수는 특히  

“국제 워크샵 개최를 통해 대학원생들간의 학술 교류 및 연구 성

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포상함으로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해 연구의 양과 질을 모두 성장시킬 것”이

라고 전했다.

소속 학생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사업단은 1:N 도

제식 연구지도를 운영해 학생 1인당 2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배

정해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확보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전

문 상담사를 배치한 심리 상담실을 운영, 학생들의 고민을 지속

적으로 상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학협동과정 활

성화를 통해 졸업 후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을 실시한다.

교육 시스템의 확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차별화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통해 유입

된 인재들은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사업단의 교육 시스

템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WCU 사업부터 글

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사업단은 이

번 BK21Plus 사업 선정으로 한층 더 강화된 뇌공학사업단만의 

교육 시스템이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세미나를 제외한 전과목

을 영어 강의로 진행하며, 2014년 현재 26개의 개설 과목 수

를 2019년까지 30개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관련 분야에 대한 더

욱 다양한 지식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임 교원 수를 2019년까지 최대 20명으로 확대하

고, 이중 50%에 해당하는 10명을 외국인 전임 교원으로 구성한

다. 한재호 교수는 “우수한 외국인 교원은 해외 유학, 취업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회와 진로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하며,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정기 초빙, 

특별 초빙, 외국인 교원 초빙, 해외 석학 초빙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최고 수준의 전임 교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 및 교육 시스템의 국제화와 함께 외국인 학생 유치에도 

힘쓴다. 지난해 고려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우수 

대학 인증을 받았지만, 뇌공학과의 외국인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고 있다. 사업단은 외국인 학생 비율의 증가가 연

구 및 교육 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 올해

부터 외국인 학생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며, 외국인 

학생의 정규과정 입학, 교환학생 입학 등 외국인 학생 확보 및 관

리 노력을 통해 2016년부터는 전체 대학원생 중 외국인 학생 비

율을 10% 이상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해외 대학 및 유수 연구 센터와의 교류도 강화된다. 사업단은 

현재 독일의 튀빙겐 대학,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미시건 주립 대

학, UCLA, 중국과학기술원 등의 뇌공학 관련 대학원과 학과 차

원의 MOU/MOA와 SEA를 체결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외 장기

연수 및 공동연구, 복수학위제, 공동 심사 커미티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컨텐츠를 교류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의 막스 플랑

크 연구소, 베를린 공과대학, 미국의 미시건 주립 대학, 미네소

타 대학, UCLA 등의 뇌공학 관련 연구 센터와의 연구 협력 협정

을 체결, 뇌공학과 학생들의 해외연수 방문연구, 공동연구의 기

회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뇌공학 학술·연구의 허브 꿈꾼다
사업단은 BK21Plus 사업을 통해 학술 및 연구 역량을 더욱 강

화하겠다고 나섰다. 해외석학들을 통해 학술 교류를 활발히 진

행해 나갈 방침이다. 뇌공학사업단의 해외석학 연구진은 WCU 

사업부터 함께 참여해 온 교수들로 세계 뇌공학을 선도하고 있

는 뇌공학 분야 최고의 권위자들이다. 사업단은 매년 해외석학

의 국내 체류 기간을 62일 이상으로 할당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

를 확보하고, 국내 교수와의 교육 네트워크 형성으로 세계 수준

의 창의적 교육 제공에 힘쓴다. 또한 세계적 연구 내용과 역량을 

학계가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외석학을 연사로 한 대중 강

연을 매학기 주 1회,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 및 학술행사도 국제화에 발맞춰 발전한다. 사업

단은 2010년부터 개최한 단기강좌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 이후

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국제 단기강좌로 발전, 적용 대상을 

해외까지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뇌공학사업단의 국제 

교류를 확대,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업단

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사업 기간 동안 공신력 

있는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해 나갈 예정으로, 이미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IEEE가 주관하는 ‘2nd IEEE Interna-

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를 성

공적으로 개최해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또한 뇌공학 분야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깊이 있는 강연과 학술 공유의 장을 마련

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뇌공학 국제 심포지

엄을 국내 개최에서 해외 개최로 발전시켜 세계 뇌공학 분야 전

문가들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뇌공학사업단은 다양하고 활발한 국제 학술활동

과 연구 성과 보고를 바탕으로 뇌공학 분야 영문 학술지를 발간, 

뇌공학 분야 저명 학술지로 성장시킬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준

비 위원회를 발족한 사업단은 올해부터 국내외 학술대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사업 기간 내 학술지의 입지를 확고히 하

겠다는 전략이다. 사업단장인 이성환 교수는 “뇌공학사업단은 

앞으로 학술지의 SCI 등재 추진을 통해 뇌공학 분야의 손꼽히는 

국제 학술지로 발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단은 뇌공

학 연구 네트워크의 확대를 바탕으로 뇌공학 분야 최신 연구를 

국제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해
- 창의적·글로벌 인재 양성 주력

- 교육, 연구 국제화 통한 세계 톱10 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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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News

교무 및 행정

■ 2014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담당교수 학점

BRI501 뇌영상공학입문 (영강) 박재석 3

BRI502 인지뇌과학입문 (영강) 민병경 3

BRI507 기계학습입문 (영강) Siamac Fazli 3

BRI509 뇌신호처리입문 (영강) 한재호 3

BRI511 신경과학 (영강) 곽지현 3

BRI515 응용수학의기초 (영강) Christian Wallraven 3

BRI516 신경망입문 (영강) 이종환 3

BRI619 신경심리학 (영강) 김상희 3

BRI706 인지과학특론 (영강) 민병경 3

BRI711 뇌공학특론I (영강) 곽지현 3

BRI715 뇌공학세미나I (영강) 이성환 1

BRI725 신경공학특론 (영강) 김동주 3

BRI727 현장연구실습1 (영강) 이성환, Dinggang Shen 3

■ 2013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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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원현황

종류 금액 (원) 학생수 (명)

조교장학금 90,396,000 14

일반장학금 8,750,000 7

BK21Plus 장학금 217,267,990 31

기타장학금 56,963,000 18

계 373,376,990 70

■ 2013학년도 2학기 국외 교육훈련지원 현황
본 학과에서는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외국의 선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학자의 원소속 연구기

관 및 대학에 장단기 방문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학과에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고 추후 보고서 

제출을 통하여 그 성과를 보고받고 있다.

대상자 학위과정 연수기관 연수기간

조남규 박사과정 UCLA, 미국 2013.10.01~2014.02.28

곽노상 석사과정
University of Huston, 미국 2013.12.02~2014.02.28

김근태 석사과정

김범주 석사과정

Institute for Infocomm Research, 싱가포르 2013.12.16~2014.02.27문재희 석사과정

원동옥 석사과정

박희진 석사과정
EPFL, 스위스 2013.12.16~2014.02.27

우정석 석사과정

성민규 박사과정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2014.01.06~2014.02.15

이혜미 석사과정 University of Leuven, 벨기에 2014.01.20~2014.02.15

안현민 박사과정 University of Nottingham, 영국 2014.01.24~2014.02.16

주의종 석사과정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독일 2014.01.30~2014.02.28

오민경 석사과정 Basel University, 스위스 2014.02.08~2014.02.27

■ 2014년 2월 학위취득자 목록

과정 이름 논문제목

박사 정윤기 Neuroimaging Studies on Cortical Mechanisms of Human Sensori-Motor Functions

석사

김일화
Detection of Braking Intention in Diverse Situations during Simulated Driving based on 

EEG Feature Combination - Online Study

김정훈 Decoding 3D Trajectory Imagined Arm Movement from EEG Signals

신혜일 Alterations of White Matter Integrity in Excessive Internet Users - A Diffusion Tensor Imaging Study

이아름 View-Invariant 3D Action Recognition using Spatiotemporal Self-Similarities from Depth Information

차영문 A Research for Morphological Analysis System on Optical Neuro-Sensory Tissue Image

■ 교원 인사 (2014년 3월 1일자)

 부교수 승진

Christian Wallraven (조교수)

 최초 재임용

박재석 (부교수), 한재호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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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학과 곽지현 교수가 한국뇌연

구협회의 총무이사로 선임됐다. 곽지

현 교수는 2013년부터 1년간 총무이

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곽지현 교수는 

University of Oxford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후 지

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뇌공학과에

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뇌연구협회는 1998년 창립이후 매년 전국적으로 뇌연

구 세미나를 개최하는 세계뇌주간행사를 수행하면서 일반인들은 물

론 학생들의 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  곽지현 교수, 2013년도부터 한국뇌연구협회 총무이사 

역임

지난 2013년 11월 한재호 교수팀

의 연구프로젝트가 삼성그룹 주관 삼

성미래기술 육성사업에 최종선정되었

다. 1차 지원 과제로 전국 27개 과제

만이 선정된 삼성미래기술 육성사업

은 3대 분야인 △기초과학 △소재기

술 △ICT (정보통신기술) 융합형 창의

과제 분야에 10년간 총 1조 5,000억 

원을 출연해 국가 미래기술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삼성그룹이 올해 

만들었다. 선정된 한재호 교수팀의 연구는 ICT (정보통신기술) 융합

형 창의과제 분야에 속하며, 향후 과제를 통해 새로운 뇌 영상화 시

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국내

외 저명한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연구계획서 

검토와 해외 석학의 자문 평가, 현장 실사 등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쳤

다고 발표되었다. 삼성그룹은 “과제의 독창성과 혁신성, 연구계획의 

적절성, 연구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과제 심사는 

2페이지의 제안서 심사, 블라인드 서면심사와 패널 토론식 발표심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연구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반적 

연구과제 심사와는 달리 2페이지의 제안서 심사를 도입해 아이디어

의 독창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기초과학 심사위원장으

로 참여한 김두철 고등과학원 교수는 “심사위원들 전원이 며칠간 합

숙하면서 수준 높은 지식 토론을 통해 혁신성 있는 과제를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한 것에 자부

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  한재호 교수,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과제 최종선정

한재호 교수가 2013년 교내 ‘우수강의상’을 수상했다. 우수강의상

은 강의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수강생들

의 수강 평가에 따라 우수강의자로 선정된 교수에게 매 학기 말 고

려대학교에서 수여한다. 이번 수상한 해당강의는 정보통신대학 컴

퓨터통신공학부 4학년 전공과목인 ‘뇌정보처리입문’으로, 뇌의 고

수준 정보처리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세계와 지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소개를 목표

로 진행되었다.

제6회 국제 뇌공학 심포지엄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이 2014년 6월 27일부터 29

일 3일간 독일 Tübingen의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 학술대회는 2009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뇌공학 심포지엄으로 학제간 융

합 및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뇌공학 연구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뇌공학의 핵심 연구 분야인 Neuroscience, 

Cognitive Science, Brain Computer/Machine Interface, Neuro-

Robotics, Brain Imaging, Neuromorphic Engineering 등에 관한 

심포지엄이 계획되고 있으며, 10여명의 해외 석학 및 국내 저명 석학

들이 심포지엄 연사로 참여하여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지식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뇌공학자들의 다양한 구연 발표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발한 토론은 어느 때보다 폭넓

은 연구 성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 2월 19일부터 양일간 강원

도 하이원리조트에서 진행된 ‘2014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에서 이종환 

교수 연구팀의 박사과정 강호중 학생

이 우수 포스터 발표상 (Best Poster 

Paper Award)을 수상하였다.

강호중 학생은 양이 청취 (Binaural 

Hearing) 및 단이 청취 (Monaural 

Hearing) 조건하에서, 언어 인지 (Speech Perception)와 관련된 뇌

의 기능적 네트워크 (Functional Network)에 대한 포스터 ‘Func-

tional Networks on Binaural and Monaural Speech Hearing: A 

Preliminary Evidence from fMRI Study’를 발표하였다. 이 포스터

를 통해 강호중 학생은 양이 청취 및 단이 청취의 조건에 따라 활성

화되는 기능적 네트워크간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특히, 좌/우 

측두엽 (Temporal Lobe)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언어 인지 성취도와

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두 영역이 언어 인지를 담당하고 있음을 시

사하였다.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은 한국 뇌공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인공

지능 소사이어티, 대한전자공학회 컴퓨터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개

최된 학회로, 뇌공학 분야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동향을 파악

하며, 상호 유대 강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데 기여하

고 있다.

◎   한재호 교수, 교내 우수강의상 수상

◎   제6회 국제 뇌공학 심포지엄 독일서 개최

◎    박사과정 강호중, 2014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에서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

유무선통신 연구실 (정지채 교수)

의 엄재홍 (석·박통합과정 3년차) 학

생이 2014년 1월 15일~18일 말레이

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최한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

tronics, Information and Commu-

nication (이하 2014 ICEIC)에 참석하

여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2014 ICEIC는 IEEK에서 주최하고 IEEE가 후원한 학회로 400

명 이상의 다양한 국가의 발표자들이 참석한 국제 학회이다. 엄재홍 

학생은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라는 의료 영상 장

비를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하는데 제약사항으로 지적되어왔던 이미

지 연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 (GPGPU) 기술을 접목하였다. 이를 통

하여 기존의 3D OCT 이미지 한 장을 얻기 위해 1분 이상 걸리던 계

산 속도를 크게 줄였고 더 나아가 GPGPU 연산 과정에서의 최적화 

방법을 제안하여 1초에 11장 이상의 3D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위 내용은 2014 ICEIC의 바이오 융합 분야에 

‘Study on CUDA Acceleration for Real-time Three Dimensional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Focused on 

Processing Scheme Optimization’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고 우수

논문상 동상을 수상하였다.

◎  석·박사통합과정 엄재홍, 2014 ICEIC에서  

우수논문상 수상

이성환 교수가 컴퓨터 분야 국내 최대 

학회인 한국정보과학회로부터 가헌학술

상을 수상했다.

이성환 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지난 

25년 동안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200여

편 이상의 국내외 논문과 특허를 발표했

고, 패턴인식, 인공지능, 뇌-컴퓨터 인

터페이스 등의 분야에서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패턴인식 분

야에서 인간 동작 자동 분석 및 인식을 

위한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도 가

헌학술상을 수상하게 됐다.

가헌학술상은 ㈜신도리코 우석형 회장이 후원해 한국정보과학회

에서 1999년부터 정보과학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

루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교수를 매년 한 사람씩 선정하여 수여하

는 상이다.

◎ 이성환 교수, 가헌학술상 수상

BCE 
News

학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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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게재 성과

IF 상위 1%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A. K. Jain

Tag Completion for Image Retrieval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463개 중 IF 2위

Orientation Field Estimation for Latent Fingerprint Enhancement

Heterogeneous Face Recognition Using Kernel Prototype Similarities 

Partial Face Recognition: Alignment-Free Approach

A Coarse to Fine Minutiae-Based Latent Palmprint Matching

Multiple Kernel Learning for Visual Object Recognition: A Review

Segmentation and Enhancement of Latent Fingerprints: A Coarse to Fine Ridge 

Structure Dictionary

이성환
A Novel Bayesian Framework for Discriminative Feature Extraction 

in Brain-Computer Interface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463개 중 IF 2위

IF 상위 20%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H. H. Buelthoff 

 What the Human Brain Likes About Facial Motion Cerebral Cortex Neuroscience 분야 저널 244개 중 IF 22위

 Learning to Navigate: Experience Versus Maps Cognition Psychology Experimental 분야 저널 83개 중 IF 8위

Welcome to Wonderland: The Influence of the Size and 

Shape of a Virtual Hand On the Perceived Size and Shape 

of Virtual Objects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6개 중 IF 7위
Naturalistic Stimulus Structure Determines the Integration of 

Audiovisual Looming Signals in Binocular Rivalry

 Verbal Shadowing and Visual Interference in Spatial 

Memory

Action as an Innate Bias for Visual Learn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6개 중 IF 4위

K. -R. Mueller

Assessment and Validation of Machine Learning Methods 

for Predicting Molecular Atomization Energies

Journal of Chemical Theory 

and Computation

Physics, Atomic, Molecular & Chemical 분야 저널

34개 중 IF 3위

A Novel Framework for Relating the Amplitude of Neuronal 

Oscillations to Behaviorally Relevant Prameters
NeuroImage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0개 중 IF 3위

BCE 
Outcome

연구성과 (2013.03~2014.02)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C. Wallraven

The Eyes Grasp, the Hands See: Metric Category 

Knowledge Transfers Between Vision and Touch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Psychology, Mathematical (SSCI) 분야 저널 

13개 중 1위Touching on Face Space: Comparing Visual and Haptic 

Processing of Face Shapes.

Estimation of the Horizon in Photographed Outdoor Scenes 

by Human and Machine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6개 중 IF 7위

김상희
The Effect of High-Frequency rTMS Over the Left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on Reward Responsiveness
Brain Stimulation Clinical Neurolgy 분야 저널 193개 중 IF 25위

박재석

Compressed Sensing MRI Exploiting Complementary Dual 

Decomposition
Medical Image Analysis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분야 저널

100개 중 IF 4위 

Variable Flip Angle Single-Slab 3D GRASE Imaging with 

Phase-Sensitive Image Reconstruction
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Radiology, Nuclear Medicine and Imaging 분야 저널 

120개 중 IF 22위

Rapid Hybrid Encoding for High-Resolution Whole Brain 

Fluid Attenuated Imaging
NMR in Biomedicine 

Spectroscopy and Imaging 분야 저널 

43개 중 IF 5위

이성환

Adaptive Occlusion State Estimation for Human Pose 

Tracking under Self-Occlusions
Pattern Recognition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463개 중 IF 38위

Person Authentication from Neural Activity of Face-Specific 

Visual Self-Representation

Latent Feature Representation with Stacked Auto-Encoder 

for AD/MCI Diagnosis
Brain Structure and Function Neurosciences 분야 저널 252개 중 IF 18위

Interactive Multiple Object Tracking (iMOT)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6개 중 IF 7위

Predicting BCI Subject Performance Using Probabilistic 

Spatio-Temporal Filters

Changes of Functional and Effective Connectivity in 

Smoking Replenishment on Deprived Heavy Smokers: A 

Resting-State fMRI Study

Face Tracking and Recognition at a Distance: A Coaxial 

and Concentric PTZ Camera System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Forensics and Security

Computer Science, Theory & Methods 분야 저널 

100개 중 IF 14위

Effect of Smooth Shape on Lightness Processing in Human 

Visual Cortex

Journal of Vision Ophthalmology 분야 저널 58개 중 IF 7위The Role of Race in Summary Representations of Faces

An fMRI Study of Cortical Responses for 

Reflectance-specific Image Motion

정지채

Graphics Processing Unit Aided Highly Stable Real-Time 

Spectral-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t 1375 

nm Based on Dual-Ooupled-Line Subtraction

Laser Physics Letters
Instruments & Instrumentation 분야 저널 

58개 중 IF 1위

DCT-Precoding Technique in Optical Fast OFDM for 

Mitigating Fiber Nonlinearity

IEEE Photonics Technology 

Letters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분야 저널 

243개 중 IF 46위

한재호

High-Accuracy Retinal Layer Segmentation for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Using Tracking Kernels Based on 

Gaussian Mixture Model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분야 저널

243개 중 IF 7위

Elimination of Honeycomb Patterns in Fiber Bundle Imaging 

by a Superimposition Method
Optics Letters Optics 분야 저널 80개 중 IF 6위

한재호, 정지채
Common-Path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Using a 

Conical-Frustum-Tip Fiber Probe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ncs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분야 저널

243개 중 IF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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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_초청강연 국제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A. K. Jain

130903

Invited Lecture

IDIAP SWI

Biometric Recognition: Sketch to photo 

matching, Tattoo Matching and Fingerprint 

Obfuscation

131001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ce, 

Academica Sinica
TWN

50 Years of Biometric Research:The Solved, 

The Unsolved, and The Unexplored

131216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ND
Biometric Recognition: Some Challenges in 

Forensics

H. H. Buelthoff

130623 Fachforum auf dem Heliday 2013 HeliTreff & Kelheim GER Und Wenn wir Einfach zur Arbeit Fliegen?

130629
Workshop on Human Perception in Virtual 

Environments
York University CAN

Virtual Reality and Simulation Research in the 

Max Planck Cyberneum

130927 AirTN Forum MYCOPTER Committee GBR
MYCOPTER: Enabling Technologies for 

Personal Air-Transport Systems

K. -R. Mueller 140218
2nd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Multimodal imaging, Non-stationarity and BCI

참여교수_초청강연 국내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A. K. Jain

131105

Invited Lecture

Sogang University

Automatic Face Recogni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131113 Yonsei University

곽지현

130308 2013년 세계뇌주간
한국뇌연구협회, 

미국 DANA Foundation
인공두뇌,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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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828 제5회 한국 계산뇌과학회 학술대회 한국계산뇌과학회
Inhibitory Neural-Network-Dependent Modulation of 

Neural Codes

130913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대학원 세미나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Computational Models of Neurons and Its Applications

131017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회 콜로퀴엄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Hippocampal Neural Codes and Spike Timing-dependant 

Plasticity

131213 제1회 DGIST 신경노화재생연구 워크숍 DGIST Age-Related Changes in Hippocampal Learning Rules

140219 제5회 한국계산뇌과학회 겨울학교 한국계산뇌과학회 Neural Codes in Neural Network

김동주

130329
2013년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제17차 춘계학술대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위한 기능적 뇌 모니터링

131018
2013년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제17차 추계학술대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Monitoring of Brain Metabolism 

- A Focus on Tissue Oxygenation

김상희 130828 계산뇌과학회 학술대회 계산뇌과학회 Cognitive Control of Emotion

민병경

130525 한국 인지과학회 연차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의식의 생리학적 이해 A debate “On Science of Consciousness”

140123

- 

140124

Software Convergence Symposium 2014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음파를 사용한 신경 제어 기술

(2) 학술 활동 실적

참여교수_기조연설 국제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A. K. Jain

130906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Biometrics 

Special Interest Group
IEEE GER Face Recognition: Sketch to Photo Matching,

13092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ystems

Faculty of Computer Science 

Universitas Indonesia
IDN Biometrics: Technology for Human Recognition

131010
International Carnahan Conference on 

Security Technology
Universidad de Antioquia COL

Some Challenges in Biometric Recognition: Sketch 

to photo matching, Tattoo Matching and Fingerprint 

Obfuscation

131219

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Pattern Recognition, Image Processing and 

Graphics

IIT-J and IAPR IND Biometrics: Technology for Human Recognition

H. H. 

Buelthoff

130705
Konferenz fur Wirtschafts- und 

Sozialkybernetik 2013

Fachbereich Wirtschaft der 

BFH
SWI

Wahrnehmen und Handein aus Kybernetischer Sicht : 

Implikationen fur Sozio-Technische Systeme

131111 3rd IFAC Symposium on Telematics Applications IFAC KOR

The Cybernetics of Aerial Machines: From Perception 

and Action for Aerial Robots to a Transport System 

Based on Personal Aerial Vehicles

K. -R. 

Mueller
13090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asic and Clinical 

Multimodal Imaging

ISFSI, ISBEM, ISNIP, ECNS, 

ISBET
SWI Multimodal Imaging and BCI

참여교수_기조연설 국내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A. K. Jain 131115
제40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Automatic Face Recognition

이성환 140219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Neuro-Rehabilitation Robot Technology Based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곽지현 140221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Inspired 

Systems and Prosthetic Devices
National Tsinghua University TWN

Investigation of Synaptic Plasticity and Neural 

Code Propagation Using Neuromorphic Neural 

Network Model

민병경 140218
2nd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Feature Selection for Brain-Computer Interface 

Using Nearest Neighbor Information

이성환 140218
2nd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Brain-Computer Interface for Smart Vehicle: 

Detection of Braking Intention during Simulated 

Driving

이종환

131117

-

131120

13th China-Japan-Korea Joint Workshop on 

Neurobiology and Neuroinformatics 

McGovern Institute for Brain Research, 

Beijing Normal University, 

Brain Engineering Society of Korea

CHI
Neuronal Connectivity than Activity Level of the 

Brain Is Important: Evidences from fMRI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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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구분

박재석

박수형
130420

- 

130426

ISMRM 21th Annual Meeting USA

International 

Society for 

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Multi-Scale Weighted Partially Parallel Imaging 포스터

이현열
Bz-SNR-Enhanced Echo-Shifted Incoherent Steady State 

Imaging for Electrical Conductivity Mapping
포스터

이성환

이동규

131105
2nd Asi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JAP IEEE

Crowd Behavior Representation Using Motion Influence 

Matrix for Anomaly Detection

구두

발표

허동철
Recognizing Conversational Expressions Using Latent 

Dynamic Conditional Random Fields
포스터

이민호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Brain-Computer Interface 

Using Multi-Modal Neuroimaging
포스터

염슬기

140217

2nd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 IEEE

P300 Visual Speller Based on Random Set Presentation 포스터

김정훈
Reconstruction of Hand Movements from EEG Signals 

Based on Non-Linear Regression
포스터

이민호
Hybrid Brain-Computer Interface Based on EEG and NIRS 

Modalities
포스터

김근태, 원동옥

Classification of Wheelchair Commands Using 

Spatial-Frequency Feature of Steady-State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포스터

곽노상
Toward Exoskeleton Control Based on 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s
포스터

이종환

강호중 130616

19th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USA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Neuronal Networks Strongly Associated with Speech 

Hearing : Functional MRI Study
포스터

김현철

13110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2013

KOR IEEE

Segmentation Bas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Remove Residual MR Gradient Artifact in the Simultaneous 

EEG/fMRI: a Preliminary Study

구두

발표

김동율
Modulation of Brain Regions Associated with Amoking 

Resist via Real-Time fMRI Neurofeedback

구두

발표

강호중
Language-Related Network Depending on 

Hearing Conditions: an fMRI Study

구두

발표

정은경
A Preliminary Study on Neural Basis of Collaboration as 

Mediated by the Level of Reasoning

구두

발표

강호중 131109 Neuroscience 2013 USA
Society of 

Neuroscience

Functional Connectivity Networks of Speech Hearing: 

an fMRI Study
포스터

강호중

140217

2nd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 IEEE

Functional Network Connectivity to Enhance Speech 

Perception Performance: A Preliminary fMRI Study
포스터

정은경
A Preliminary Study on Neural Basis of Strategic Reasoning 

to Social Decision Making
포스터

대학원생_학술활동 국제

지도

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구분

H. H. 

Buelthoff
김준석 131023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KOR ICROS
A Multi-Voxel Pattern Analysis of Neural 

Representation of Vibrotactile Location

구두

발표

곽지현 장현재 131112
43rd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Neuroscience 
USA

Society for 

Neuroscience

Feedforward and Feedback Inhibition Differentially Modulate 

the Spike Output Patterns of CA1 Pyramidal Neuron 

구두

발표

김동주

김학승, 박대현, 

이학진 131106

- 

131110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racranial Pressure and Brain 

Monitoring

SGP

National Neuro-

science Institute-

SingHealth 

Academy

Poro-hyperelastic Model for Hydrocephalus and Idiopathic 

Intracranial Hypertension

구두

발표

김학승, 박대현, 

이학진
Advanced ICP Waveform Analysis for Hydrocephalic Patients 포스터

김상희

안현민

130413
2013 Annual Meeting of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USA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Prior Experiences in Online Game Modulate Neural 

Reactivity to Game-related Scenes
포스터

김신아
Brain Activities Associated with Game Images in Diablo lll 

Players
포스터

신혜일
Internet Addiction Disorder and Alterations in White Matter 

Integrity : a DTI Study
포스터

안현민

130616

19th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USA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Neural Activity Associated with Online Game Images from 

Diablo lll in Healthy Internet Users
포스터

신혜일
Neural Correlates of Personality in Healthy Young Adults : 

a Diffusion Tensor Imaging Study
포스터

민병경

오세진, 소광섭,

류명훈
130616

20th Annual Meeting of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USA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Red Light Promotes the Aversive Evaluation of Unpleasant 

Stimuli : An EEG Study
포스터

The Event-Related Potential Reflect the Perceptive 

Interaction Between Colorful Stimuli and RGBmodulated 

Background Illumination

포스터

최준혁

131103

- 

131107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KOR

Asia Pacific 

Neural Network 

Assembly

Phase Coherence of EEG Theta Activity in the Semantic 

Processing of the Country-of-Origin
포스터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이성환

130503 금요일에 과학터치 한국연구재단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세상

130614 한림심포지움 과학기술한림원 Big Data Neurotechnology 연구사례

131021 ETRI SW포럼 ETRI
뇌공학 기술의 현황 및 전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중심으로

13112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Neuro-Rehabilitation Engineering Researches Based 

on Brain-Comput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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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_학술활동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구분

곽지현 장현재 130925
제16차 한국뇌신경과학회 

정기 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The Effect of A-type K+ on Sub- and Suprathreshold 

Resonance in CA1 Pyramidal Neuron in Silico
포스터

김동주 김학승 130525 2013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뇌 조직 변형 양상 분석을 위한 2D 다공초탄성 모델 포스터

김상희

김신아

130525 2013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얼굴표정 자극에 의한 정서조절 효과
구두

발표

정유진
Training Inhibitory Control Influences Smartphone 

Craving
포스터

김신아 131101 Korea Human Brain Mapping 대한뇌기능맵핑학회
Behavioral and Neural Evidece of Emotion Regulation by 

Contextual Facial Expressions

구두

발표

지도

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구분

정지채

김지현 130514
European Conference on 

Biomedical Optics
GER

Optical Society of 

America

GPU Accelerated Real-Time Ultrahigh-Resolutio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Based on Multi-Superluminescent 

Diodes for Non-Invasive Skin Imaging

구두

발표

심재민 140116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YS 대한전자공학회

A Low Power Current-Reuse LNA with Capacitor 

Cross-Coupled Method

구두

발표

신재영

140117

Development of Four-Choice Input Interface 

for fNIRS-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BCI)

구두

발표

강성용

Analysis of Element-Based Clutter Covariance Matrix 

Estimation Method for STAP under Nonhomogeneity Clutter 

Environment with Jamming Signal

포스터

김지현
Real-Time Ultra-High Resolution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t 1375 nm
포스터

엄재홍

Study on CUDA Acceleration for Real-Time Three 

Dimensional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Focused on Processing Scheme Optimization

포스터

성민규

Improvement of Nonlinear Performance in Optical Fast 

OFDM System by Employing DFT-Spread Scheme and 

Hermitian Symmetry

포스터

한재호

이천양 130513

European Conference 

on Biomedical Optics 2013 
GER

Optical Society of 

America

Miniaturized Endoscopy Using Micro-Optic Imaging Fiber 

Bundle for Minimally Invasive Optical Biopsy
포스터

차영문 130514

Highly Accurate Segmentation for Functional Anatomy of 

NeuroSensory Tissue Images Using Double Sided Kernels 

Based on Gaussian Mixture Model

포스터

이천양 130625
Imaging and Applied Optics 

2013
USA

Optical Society of 

America

Restoration Method for Fiber Bundle Microscopy Using 

Interpolation Based on Overlapping Self-Shifted Images
포스터

차영문 140219

2nd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KOR IEEE

Feature Extraction Method for Neuro-Sensory Retinal Layer 

Segmentation Using Statistical Estimation 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구두

발표

(3) 특허 등록

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출원) 번호

박재석

자기공명영상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자기공명영상 획득 방법 10-1283532 (등록)

자기공명영상장치 및 이를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  10-1282124 (등록)

선택적 회질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자기공명영상 획득 방법  10-1310706 (등록)

이성환

뇌파를 이용한 뉴로드라이빙 훈련방법 및 장치 10-1342342 (등록)

뇌신호를 이용한 생체인증장치 및 방법 10-1281852 (등록)

대화형 표정인식장치 및 방법과이에 관한 기록매체 10-1309954 (등록)

뇌파를 이용한 주행체제어방법 및 장치 PCT/KR2013/011569 (PCT국제특허)

이종환

가상fMRI데이터생성장치 및 방법 10-1297412 (등록)

뇌기능훈련을 위한 기능성자기공명영상데이터처리방법 10-1323318 (등록)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구분

이성환

강동오

140211
Workshop on Image Processing 

and Image Understanding
한국정보과학회

야간환경에서의 원거리 얼굴 인식 포스터

이동규
적응적 광류 필터링에 기반한 군중 영상에서 

이상 행동 검출
포스터

김영지
개별 휴먼 객체간 거리 변화 특성에 따른 상호 작용 영역 

기반의 그룹 행동 인식
포스터

감태의

140219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Analysis of Neural Mechanisms for Surface Materials 포스터

신홍범
Effect of Centroid Estimation on Calculation Efficiency 

and Equivalent Noise
포스터

이종환

강호중

140219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Functional Networks on Binaural and Monaural Speech 

Hearing: A Preliminary Evidence from fMRI Study
포스터

김동율

Evaluation of Non-Neuronal Component Variability in 

the Blood-Oxygenation-Level-Dependent fMRI Data: 

Preliminary Results

포스터

김현철
A Feasibility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Remove 

Residual Artifacts in EEG Data Acquired with fMRI Data
포스터

정은경
A Preliminary Evidence on Neural Basis of Collaboration 

and Competition from fMRI
포스터

정지채

엄재홍 130509 제20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한국광학회
Reduction of GPU Computation Bottleneck for Real-

Time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

구두

발표

김주환 130823
2013 한국전자파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한국전자파학회 3-5 GHz 대역에서 CMOS 저잡음 증폭기 설계

구두

발표

한재호

이천양 130704
2013년도 대한전자공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대한전자공학회

준초해상도 영상법을 기반한 광섬유 현미경 영상의 

손실 정보 복원 방법

구두

발표

이천양 130712
2013년도 한국광학회 

하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광섬유다발 영상을 위한 사후확률을 극대화하는 

베이지안 프레임워크 학습방법 

구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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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한국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 개최

지난 2014년 2월 13일~14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제6

회 한국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한국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는 21세기 인류 최후의 연구 영

역인 뇌과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고양시키고, 뇌과학 학습 능

력을 평가하여 뇌과학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획

된 행사로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회와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한국뇌연구원이 주관

하고 있다. 

이번 캠프 및 올림피아드에서는 신경생리학, 신경해부학, 뇌공학, 

뇌질환 진단 및 치료의 4분야의 기초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 후 각 분

야에 대한 경시를 치렀다. 참가자격 요건은 전국 고등학교와 대학교

에 재학 중인 1학년생으로, 뇌과학 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교

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뇌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 2013년 2학기 뇌공학 콜로퀴엄 

날짜 연사 소속 제목

09월 02일 F. Biessmann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Analysis of Neurovascular Coupling Mechanisms using 

Machine Learning Methods

09월 09일 박형순 교수 KAIST 기계공학과 Promoting Effective Neuro-Rehabilitation After Brain Injury

09월 16일 박광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과 Smart Sensing Technology for Ubiquitous Healthcare

09월 23일 황본우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콘텐츠연구소

Full 3D Human Reconstruction for Broadcasting 

Communication Fusion

09월 30일 김선 교수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Mining Omics Data Helps Understand Phenotype-specific 

Biological Mechanisms

10월 07일 성준경 교수 고려대학교 생체의공학과 Computational and Scalable Neuroimage Analysis

10월 14일 백세범 교수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Functional Maps in Visual Cortex

10월 21일 박경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Electrophysiologic Evaluation of Neural Function in Clinical 

Practice

10월 28일 강도형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The Effect of Meditation on Brain

11월 04일 김승종 박사
KIST 의공학연구소 

바이오닉스연구단
Mind-Controlled Rehabilitation Robot

11월 11일 이영조 교수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Error Controls in Multiple Tests for Brain Image under 

Dependence

11월 18일
J. L. Contreras-Vidal 

교수

University of Houston 

컴퓨터공학과
Neuroprosthetics and Wearable Exoskeletons

11월 25일 김경환 교수 연세대학교 의공학과
Neural Signal Processing for Optimized/Closed-loop Veural 

Prosthesis

◎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날짜 연사 소속 주제

09월 10일 L. O'Gorman 박사 Bell Labs Research
A Statistical Approach to Public Camera Video 

Analytics 

10월 15일 A. Hyvarinen 교수
Dept. of Computer Science, University of 

Helsinki

Testing Independent Components, 

with Applications to Brain Imaging

10월 18일 S. Ohlsson 교수
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Multiple Modes of Change in Skill Acquisition 

11월 20일 M. Gaebler 교수
Division of Mind and Brain Research, Berlin 

Medical University at Charite Campus

Perceptual Realism in Experimental Stimulation and 

Intersubject Synchronization of Neural Activity

11월 18일
J. L. Contreras-Vidal 

교수

Dep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University of Houston

Non-invasive Assessment of Human Intent with 

Application to Rehabilitation and Assistive Robotics

12월 03일 이수현 박사
Laboratory of Brain and 

Cognition,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Representations Produced by 

“Top-Down” Signals in the Human Cortex

◎  2nd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개최

지난 2014년 2월 17일~19일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2nd IEEE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가 개최되었다.

미래 기술로 손꼽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국내에서

는 이성환 고려대 뇌공학과 교수, 최승진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교

수, 국외에서는 선진 연구기관들이 있는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초청

한 11명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 최고의 연구자들 (일본 ATR

의 Mitsuo Kawato 박사를 비롯하여, EPFL의 J. del R. Millan 교

수, Berlin Institue of Technology의 Klaus-Robert Mueller 교수 

등)의 강연이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국내 관

련 그룹들의 최신 연구현황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들

의 강연들이 펼쳐졌으며, 세계 유수의 선진 연구소와 연구기술 및 

인재 교류 등의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다.

BCE 
News

학술행사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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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실험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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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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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등록은 로그인 상태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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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실험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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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자기공명영상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은 뇌의 혈류산소수

준 (Blood Oxygen Level Dependent, BOLD)의 신호를 측정하여 뇌가 기능적으로 활성화

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fMRI에서 관측되는 BOLD 신호는 실제 뇌신경활동보다 

몇 초 정도의 지연시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시간함수로 표현한 것이 바로 혈류역

학적 반응 함수 (Hemodynamic Response Function, HRF)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HRF 

모델은 피험자별 fMRI에서 관측되는 BOLD 신호의 지연시간을 고려한 모델이 아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사는 기계학습을 통해 두개골 내의 신경활성화 신호를 측

정하여 BOLD 신호의 지연시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커널 정준상관분석 (Kernel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KCCA)을 제안하였다.

커널 정준상관분석은 커널을 통해 BOLD 신호와 신경활성화 신호와 같은 두 집단의 변

수들이 가진 고차원을 줄이고, 두 집단의 선형관계 모델을 만드는 정준상관분석 방법을 

통해 두 집단 선형관계들의 상관계수를 최대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이

용하여 실제 BOLD신호와 신경활성화 신호의 지연시간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fMRI 연구에서 분석 시 사용되는 HRF 모델에서 개인별 지연시간을 고

려한 새로운 모델이 제안될 수 있어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지만 원숭이의 뇌에 직접 전극

을 붙여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뇌에 직접 전극을 붙여 실험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EEG, MEG 

장비들을 활용해 증명한 결과가 없어, 위의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었다. 향후, 피험자별 fMRI에서 관측되는 BOLD 신호의 지연시간을 EEG-fMRI 연구를 통

해서 관측이 가능하다면, 기존 fMRI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된다.

교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전기 생리학적 기법이 신경과 진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강의의 포문을 여셨다. 즉, 인간의 말초/중추 신경계는 

neuron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neuron은 전기적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므로, 이를 기록하고 자극함으로써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특

히 전기 자극을 주고 그에 대한 반응을 받아내고 기록하는 ‘전기 생리 검사’에 대한 다양

한 기법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신경전도 검사 (Nerve Conduction Study, NCS), 근전도 검사 (Electromyography, 

EMG), 유발전위 검사 (Evoked Potential, EP), 뇌파 검사 (Electroencephalography, EEG) 

등 다양한 기법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호 평균화 (Signal Averaging)를 중요하게 강조하

셨다. 모든 검사들이 노이즈와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즉, 생체 신호는 그 크기가 매우 적어

서 증폭을 필수적으로 시켜줘야 하는데 이 때 어떻게 하면 노이즈 없이 원하는 신호만을 

잘 잡아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자 숙제라고 말씀해 주셨다. 진단을 위한 검사법 뿐만 아

니라, 자기자극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자극된 대뇌피질의 운동 활성도를 높이거나 낮추

는 rTMS (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와 같은 치료 기법도 소개해 주셨다. 

박경석 교수님은 교수인 동시에 서울대 분당 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계시는 의사이시기

에 좀 더 실질적이고 최신의 동향을 잘 살필 수 있는 강의였다. 더욱이 우리 랩은 EMG나 

EEG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rTMS를 이용한 과제도 준비 중이기에 

더욱 강의에 집중할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활용도가 높아진 

이와 같은 신경 전기 생리학적 기법들을 사용하여 좋은 연구, 훌륭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번 콜로퀴엄에서는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진행중인 연구 중 Neural Interface에 관

련된 내용을 강의하셨다. 이 연구의 목적은 치료기기를 항상 달고 다니는 rTMS 같은 기

기를 개발하는 것인데, 교수님은 이번 강의에서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셨다. 첫 번째는 

Neuropathic Path인데 이것은 신경계의 반영구적인 변화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뜻한다. 

이 현상의 원인으로는 Hyperalgesia, Allodynia이 있다고 한다. 이를 진단, 예측 하기 위해 

EEG 측정을 했을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아야 할 진동이 보인다고 한다. 이

에 이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법과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다. 두 번

째는 Neural Prosthetic Device인데 Visual Perception을 적절하게 자극해서 못 보는 사람

을 보게 하거나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가지 시력과 관련된 

부위를 자극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망막을 자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했다. 또 어떻게 자

극을 Modulation 해줄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Modulation을 해주는 기준을 

Visual Information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강연에서는 뇌 신경과 관련된 재활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매우 흥미

로웠다. 특히 강의 후반부의 앞을 못 보는 환자들의 신경을 자극해 앞을 보게 한다라는 공

상과학적일법 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뇌공학과 자체가 인체의 우주라 불리는 두뇌를 연

구하는 것이니 만큼 뇌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항상 ‘불가능하지만 해야 한다’라는 말을 가

슴에 새기고 연구에 임해야 할 듯 하다.

이름 : 김현철 (이종환 교수 연구실)

일시 : 2013년 9월 2일 (월)

연사 : Felix Biessmann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제목 : Towards an Estimate of the Neural Information of the BOLD Signal

콜로퀴엄 
후기

이름 : 육동욱 (김상희 교수 연구실)

일시 : 2013년 10월 21일 (월)

연사 : 박경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제목 : Electrophysiological Evaluation of Neural Function in Clinical Practice

이름 : 김인수 (민병경 교수 연구실)

일시 : 2013년 11월 25일 (월)

연사 : 김경환 교수 (연세대학교 의공학과)

제목 :  Optimization of Neural Prosthetic Stimulation Based on Neural Signal Analysis 

and Decoding

학술지 Nature Neuroscience의 8월호에 실린 논문에서 Salk 연구소의 Dennis O’Leary 

박사는 사람의 뇌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인 대뇌 피질의 배치 변화가 가능하고 그 변화로 대

뇌 피질과 관련된 기능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뇌의 영역들에서 상당한 변화가 초래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Top-Down Plasticity 와 Bottom-Up Plasticity 에 대

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다. 그러던 중 뇌공학과 초청세미나 (연사: 이수현 박

사님) 에서 인간의 피질에서 생성되는 Top-Down과 Bottom-Up 신호의 전달에 관한 최

신 연구 동향을 들을 수 있었다. 시각 기억 정보 실험 패러다임을 사용한 fMRI 실험으로 

Top-Down 신호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측정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고, 이 결과를 바탕

으로 하여 인간의 행동과 뇌 신호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셨다. 이 세미

나를 통하여 Top-Down과 Bottom-Up 신호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였고, 인간의 

뇌신호의 생성이 외부적인 경험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

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연구는 뇌신호의 패턴 인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제행동

과의 연관성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

는 데 큰 도움을 받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름 : 김준석 (Heinrich H. Buelthoff 교수 연구실)

일시 : 12월 3일 (화)

연사 :  이수현 박사 (Laboratory of Brain and Cognition,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제목 : Representations Produced by “Top-Down” Signals in the Human Cortex

세미나 참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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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훈련 
후기

미국 텍사스 주의 휴스턴에 위치한 휴스턴 대학교에서, Jose Luis Contreras-Vidal 교

수님의 BMIST (Brain-Machine Interface Systems Team) 연구실에서 국외 훈련을 받았

다. BMI 분야에서 명성이 높으신 Vidal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다.

훈련 기간 동안에, 하지 외골격 로봇 (Rex)을 이용한 사용자 보행 의도 디코딩 기법과, 

로봇 손 제어 기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국내 연구 환경과는 다르게, 하지마비, 상지절단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는 BMI 기술을 보고, 뇌 

공학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자부심과, 벅찬 감동을 느꼈다. 또한, 수시로 진행되는 세미

나를 통해 ‘뇌 신호 기반 왼발, 오른발 구별 기법’, ‘다른 보행 속도 의도 분류’ 등의 연구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난 3개월간의 국외 교육 훈련 과정은 세계 유수기관의 연구의 방향, 방법 및 연구 환

경 등을 몸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들과 연구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 1월 6일부터 40일간 싱가포르 국립대학인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

서 해외 박사 연수 프로그램을 참여하였다. NUS에서 40일간의 연구실 생활을 통하여 한

국과 다른 NUS의 연구 문화와 시스템을 배울 수 있었으며, 광생체신호 연구실에서 연구 

중인 Optical OFDM, fNIRS와 OCT 등의 국제적인 연구 개발 트렌드도 살펴 볼 수 있었

다. 또한 여러 NUS 연구실과의 합동 세미나 등을 통하여,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 하였으

며, NUS 학생들의 연구 시스템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BK21Plus 사업을 통해 다녀온 해

외박사연수 프로그램은 연구 시야를 넓히고 세계적인 연구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름 : 곽노상 (이성환 교수 연구실)

장소 : University of Houston, USA

기간 : 2013년 12월 2일 ~ 2014년 2월 28일

이름 : 성민규 (정지채 교수 연구실)

장소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기간 : 2014년 1월 6일 ~ 2014년 2월 15일

지난 2013년 11월 9일~13일에 미국 San Diego에서 개최된 43rd Annual Meeting of 

Society for Neuroscience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뇌신경과학자들과 뇌신경과학 분야 전반

에 걸친 연구 성과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였다. 3만 명을 넘는 각국의 뇌과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연구 기법을 함께 공유하는 워크

샵 등 최신 연구 동향을 익히기에 부족함 없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광유전학 기법 (Optogenetics)을 활용하여 실제 신경계를 

조절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었다. 광유전학 기법이 개발되고, 

대두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해당 기법을 행동 실험 등과 연계하여 실제 신경계의 활

동과 행동 간의 연결점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뇌 신경계 요소의 역

할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신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온전히 관찰하고, 알기에는 현재

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신경계를 계

산신경과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신경계의 요소들을 연구한 연구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델링의 추세는 많은 연구들이 신경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모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정말로 뇌기능을 모사하고 신경계의 요소요소들을 포함

하여 신경계의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뇌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시간이었다.

이름 : 장현재 (곽지현 교수 연구실)

대회일시 : 2013년 11월 9일 ~ 13일

대회제목 :  43rd Annual Meeting of Society for Neuroscience

학술대회 참석
후기

이름 : 엄재홍 (정지채 교수 연구실)

대회일시 : 2014년 1월 15일 ~ 18일

대회제목 :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014년 1월 중순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에 참석하게 되었다. 2014 ICEIC는 IEEK가 주최하고 IEEE가 후원하여 말

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였다. 이 학회는 이동통신, 반도체, 컴퓨터 

시스템, 신호처리, 제어시스템, 바이오 융합 등의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고, 나는 바

이오 융합 분야의 기술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에겐 이번 학회가 그간 내가 연구하

던 내용을 외국의 다양한 석학들에게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연구내용을 보며 긍정적

인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내 발표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발표자들의 발표를 보며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 접목해 볼 수 있는, 다양

한 아이디어를 새롭게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회 둘째 날, 나는 바이오 융합 파트로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를 다양

한 영역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약 사항으로 지적받던 이미지 연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

여 CUDA를 접목한 연산 속도 최적화 기술에 관하여 발표를 하고 내 연구 내용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과 다양한 피드백을 나눴다. 어떤 분은 내 연구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 했고, 어떤 분은 내 연구의 구체적인 부분도 자세히 알고 있어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다. 특히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평가하시는 교수님께서 발표한 연구 내

용에 많은 흥미를 보여주셔서 즐겁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학회 마지막 날 저녁 시간에 나의 발표가 학회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게 되

었다. 그간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지만 이렇게 인정받는 것

도 행복한 일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번 학회를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다.



040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일정

◆ 2014년 1학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콜로퀴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 주최 :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 후원 :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뇌인지과학 연계전공

            ※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무료 강좌임

BCE 
Information

일정

◆  3rd IEEE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 일시 : 2015년 1월 12일 (월)~14일 (수) 

- 장소 : High1 Resort, Korea 

- 주최 :  TC on Brain-Machine Interface Systems,  

IEEE Systems, Man and Cybernetics Society 

- 후원 :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사업단, 한국뇌공학회, 

            한국인지과학회, 한국인공지능소사이어티 

- 홈페이지 : http://bci.korea.ac.kr/ 

◆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 일시 : 2014년 6월 27일 ~ 29일

- 장소 :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T̈ubingen, 독일

- 주최 :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사업단,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 주관 :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 후원 :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홈페이지: http://brain.korea.ac.kr/bce2014

◆  2014년 한국 뇌과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 일시 :  2014년 7월 14일 (월) ~ 18일 (금)

- 장소 : 고려대학교 우정정보통신관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회,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 주관 : 한국뇌연구원,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사업단

- 후원 :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 2015년 한국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회,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 주관 :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한국뇌연구원,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사업단

- 후원 :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KAIST 뇌과학연구센터, 

POSTECH 뇌연구센터

- 일시 : 2015년 2월 12일 (목) ~ 13일 (금)

- 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 참가 대상 :  2014년 12월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소속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뇌과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 

-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14년 12월 1일 (월) ~ (선착순 접수 마감)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 http://www.kbso.org

◆  2014년도 후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 과정 

신입생 모집

- 입시 설명회 : 2014년 3월 27일 (목) 

- 지원서 입력 : 2014년 4월 7일 (월) ~ 11일 (금)

- 서류 접수    : 2014년 4월 7일 (월) ~ 16일 (금)

- 구술 시헙    : 2014년 5월 10일 (토)

- 합격자 발표 : 2014년 6월 5일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