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뉴스레터

2014년 가을호

BK21플러스



1. 뇌공학과 소개

2. 공동실험실 및 장비

3. 교무 및 행정

4. 학과 소식

5. 학술행사 및 세미나 

6. 연구성과

7. 참여코너

8. 일정

Contents

2014년 가을호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뉴스레터

■ 발행일 :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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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루 종일 밝게 내리쬐던 햇살의 기운이 힘을 덜어내는 계절입니다.

조금 쌀쌀한 가을 공기가 느껴지는 이 계절,

2014년 9월은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이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연구 성과와 더불어 배출되는 전문인력들, 

특히 올해 6월, 독일에서 열린 BCE2014는 뇌공학연구사업단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전문성과 창의력을 다지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다 심층적인 뇌공학 연구와

창의적 사고력, 신기술 적응력, 실용적 응용력을 고루 갖춘 

뇌공학 분야 전문인력양성 및 배출에 매진하고,

세계 연구기관들과의 연구자 교류 및 교육을 확대하여

공통의 목표인 뇌공학 관련 분야 세계 Top 10 진입을 위해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건강한 두뇌!

미지의 세계인 뇌를 향한 끊임없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진하는 뇌공학사업단과 뇌공학과의 모든 구성원들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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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교수들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5

명의 뇌공학 분야 세계 최고 석학들로 해외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장치), 

EEG (Electroencephalography: 뇌전도), NIRS (Near Infrared Spectroscopy: 근적외선근

광분석기) 등 고가의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다.

 　　

HISTORY | 연혁

2013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02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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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월    제6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개최 (독일)
06월   2014년 2학기 뇌공학과 석·박사통합/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09월   제1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개최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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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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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첫 개최 (한국)
12월   2010년 1학기 뇌공학과 석·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12월   교육과학기술부 WCU 사업 선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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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IN  
Engineering

뇌공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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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수

조교수

조교수

부교수

정지채  정교수

기능성 근적외선 뇌활성 계측,  

빛 간섭 단층 촬영 

http://pulse.korea.ac.kr

이성환  정교수 / IEEE Fellow

패턴인식, 신경재활공학,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http://image.korea.ac.kr

이종환  조교수

뇌신호처리, 기능자기공명영상,

기계 학습 

http://bspl.korea.ac.kr

박재석  부교수

  

뇌영상공학, 영상신호처리 및 복원, 

자기공명영상 

http://biel.korea.ac.kr

김상희  조교수

   

인지신경과학, 감성측정, 

감성조절 뇌훈련

http://acnl.korea.ac.kr

곽지현  조교수

뉴로모픽 신경계 모델링, 

계산신경과학, 전기신경생리학 

https://ncl.korea.ac.kr

Christian Wallraven  부교수

 

Psychophysics, 

Cognitive Systems

http://cogsys.korea.ac.kr

민병경  조교수

Ultrasound-Neuromodulation, 

EEG-based BCI, Brain-Brain Interface

http://mindbrain.korea.ac.kr

Siamac Fazli  조교수

Brain-Computer Interfacing, 

Neuroimaging, Machine Learning 

http://cnt.korea.ac.kr 

한재호  부교수

Biophotonic Sensors, 

Endoscopic Imaging, Surgical Robot

http://bpl.korea.ac.kr

김동주  조교수

Mathematical Brain Modelling, 

Functional Cerebral Monitoring

http://cnm.korea.ac.kr

BCE 
Professor

BCE 
Professor

전임교원 해외석학

Heinrich H. Buelthoff  교수   

Biological Cybernetics, 

Cognitive Science

Klaus-Robert Mueller 교수   

  

Brain-Computer Interface, 

Machine Learning

Jose del R. Millan  교수  

Neuro-Rehabilitation, 

Neuro-Prostheses

Dinggang Shen 교수

Neuro-Imaging Analysis,

Biomedical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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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Laboratory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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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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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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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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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tern 
Recognition Lab.

지도교수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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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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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gnitive 
Systems Lab.

지도교수
Christian Wallr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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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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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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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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gnitive 
Neurotechnology 
Lab.

지도교수
Siamac Faz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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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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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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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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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실험실 및 장비

◎ 고려대학교 뇌영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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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향상에 이바지하며, 특히 3-T Siemens Trio 자기공명영상장치 (MRI)와 EEG 및 생체신호 측정 장비를 기반

으로 뇌공학 분야의 선도적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센터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자기공명영상 기술을 기반으로 한 뇌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뇌공학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지원

- 교내/외의 뇌공학 연구관련 자기공명 영상실험 수행에 대한 기술적 지원

- 국내외 관련 연구소와의 긴밀한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한 기술정보 및 연구동향 교환

◆ 연 혁

2010년 07월 뇌영상센터 건물 완공

2010년 09월 SIMENS MRI 장비 설치

2010년 12월 fMRI 부가장비관련 NNL 본사 파견 교육

2010년 12월 fMRI 부가장비 가동완료

2010년 12-2월 뇌영상센터 1, 2, 3차 세미나 개최

2011년 05월 뇌영상센터 오픈

2012년 02월 MRI 호환 EEG 장비 및 생체신호 측정 장비 구매완료 및 가동테스트

◆ 위치 및 운영시간

- 위치 : 자연계캠퍼스 애기능생활관 1층 106호 / Tel. (02)3290-3890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 실험시간 :  오전 (오전 9시30분~오후 12시), 오후A (오후 1시~오후 3시30분), 

                 오후B (오후 3시30분~오후 6시), 야간 (오후 6시~오후 8시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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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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학년도 2학기 개설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BRI502 인지뇌과학입문 (영강) 김상희 3

BRI507 기계학습입문(영강) 석흥일 3

BRI510 뇌공학을위한확률통계학 (영강) S. Fazli 3

BRI512 두뇌의이해 (영강) 김동주 3

BRI515 응용수학의기초 (영강) C. Wallraven 3

BRI517 뇌파분석입문 (영강) 민병경 3

BRI609 뇌영상분석 (영강) 이종환 3

BRI610 계산신경과학 (영강) 곽지현 3

BRI628 기계학습 (영강) S. Fazli 3

BRI705 뇌영상공학특론 (영강) 박재석 3

BRI707 인지프로세스특론 (영강) C. Wallraven 3

BRI719 뇌공학세미나III (영강) 이성환 1

BRI720 뇌공학세미나IV(영강) 한재호 1

BRI723 신경망특론 (영강) 한재호 3

BRI728 현장연구실습2 (영강) 이성환, H. H. Buelthoff, K.-R. Mueller 3

■ 201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원현황

종류 금액 (원) 학생수 (명)

조교장학금 95,320,500 14

일반장학금 10,000,000 8

BK21Plus 장학금 241,410,910 30

기타장학금 149,272,500 20

계 496,003,910 72

■ 2014학년도 1학기 국외 교육훈련지원 현황
본 학과에서는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외국의 선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학자의 원소속 연구기관 및 

대학에 장단기 방문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학과에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고 추후 보고서 제출을 통

하여 그 성과를 보고받고 있다.

대상자 학위과정 연수기관 연수기간

이상준 석사과정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2014.06.30-2014.08.30

곽인엽 박사과정

김준석 박사과정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Germany

2014.06.19-2014.08.18

장현재 박사과정

2014.06.26-2014.07.01

김수길 석·박사통합과정

김학승 석·박사통합과정

박준식 석·박사통합과정

최원민 석·박사통합과정

김인수 석·박사통합과정

주의종 석·박사통합과정 2014.06.26-2014.08.07

박수형 박사과정 Stanford University, USA 2014.08.17-2014.09.14

염슬기 박사과정

TU Berlin, Germany

2014.06.27-2014.08.29
김종필 석·박사통합과정

김동민 석사과정
2014.06.30-2014.08.29

원동옥 석·박사통합과정

이동규 석·박사통합과정
UC Riverside, USA 2014.06.25-2014.08.26

황영태 석·박사통합과정

조남규 박사과정 UCLA, USA 2014.03.01-2014.08.29

■ 2014년 8월 학위취득자 목록

과정 이름 논문제목

석사

오세진 The Effect of Background Light on the Evaluation of Emotional Stimuli - An EEG Study

정원모 The Contribution of Foveal and Peripheral Vision to Ensemble Representation of Face Race

한상우 Characteristics of Human Electroencephalography in Response to Variable Tactile Stimuli

■ 교원 인사

 부교수 승진

한재호 조교수 (2014년 9월 1일)

 연구교수 임용

최규완 박사 (2014년 3월 1일)

김선희 박사 (2014년 9월 1일)

김성연 박사 (2014년 9월 1일)

김지현 박사 (2014년 9월 1일)

석흥일 박사 (2014년 9월 1일)

BCE News

교무 및 행정



이성환 교수가 2014 IEEE Inter-

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에서 Brain-

Machine Interface(BMI) Workshop 

공동 학회장을 맡았다. 

IEEE 전세계 160 여 개국 385,000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학회로, IEEE SMC2014가 오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MI Workshop에

서 이성환 교수는 스위스 EPFL의 R. 

Chavarriaga 교수, 미국 UC Berke-

ley의 M. Smith 교수, University of 

Florida의 J. W. Judy 교수, 싱가포

르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의 V. A. Prasad 교수와 

함께 BMI Workshop의 공동 학회장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뇌공학과는 이성환 교수를 비롯해 민병경, 한재호 교수가 

참여하며, 본 학과 소속 최규완 박사와 대학원생 김정우, 원동옥 

학생이 이번 대회에서 구두발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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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홍콩의 공립대학인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HKBU)의 컴퓨터과학과 (Department of Com-

puter Science) 소속 교수와 25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학술교

류단이 본교 뇌공학과를 방문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

은 뇌공학과 및 뇌공학사업단의 소개를 시작으로 뇌공학과의 

여러 연구실과 본교 뇌공학과의 최첨단 시설인 뇌영상 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투어가 끝난 후 학술교류단과 뇌공

학과 교수진과 함께 한 점심 만찬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Siamac Fazli 교수 연구팀의 프

로젝트가 2014년도 한국형 SGER 

(Small Grant Exploratory Re-

search)에 최종 선정되었다. 한국

형 SGER 사업은 연구자의 혁신적

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초기 연

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

구자의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 

Fazli 교수 연구팀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의 대중

화를 위한 통합 시스템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 개

발’을 주제로 향후 3년간 (2014.09.01~2017.04.30)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Fazli 교수는 “본 과제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BCI 기술을 개발하고, 동시에 창의적인 콘텐

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향후 BCI 기술의 대중화를 선

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년 전기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에서 뇌공학과 박사과정생 2명 (곽인엽, 장현재)이 최종 합격

하였다.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은 국가

가 필요로 하는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우수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최종 선발

된 학생들은 박사과정 중 3년 동안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

를 대체할 예정이다.

뇌공학과는 7월 11일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기존 양 위주

의 교수 업적평가 규정을 질 위주로 개정하였다. 2016년부터 

적용될 업적평가 규정은, 재임용의 경우 주저자로 IF 상위 10% 

이내 논문을 재직기간 연평균 0.5편 이상, 부교수 (또는 정교

수) 승진의 경우, 주저자로 IF 상위 10% 이내 논문을 재직기간 

연평균 1편 이상 각각 게재 (또는 게재 허가) 요구함으로써, 기

존의 논문 편수에 기반한 양 위주의 업적평가에서 소수의 우수 

논문에 기반한 질 위주의 업적평가로 전환하게 되었다.

김동주 교수 연구팀이 한-프랑

스 과학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 (S-

TAR ; Science and Technology 

Amicable Reltionship)의 2014년

도 신규사업에 선정됐다. 

한-프랑스 과학기술협력기반조

성사업은 세미나·워크숍 개최, 연

구자 교류 등 한-프랑스 양국 간 과학기술교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과제를 공동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양국 연구자간 네

트워크 구축 및 과학기술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

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1월, 

2014년도 협력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신규과제 공모, 지난 4

월 24일 양국의 연구교류를 진행할 신규과제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김동주 교수 연구팀은 ‘뇌척주계 (Cranio Spinal Compart-

ments)에서의 뇌척수액 및 뇌혈류 모델링을 위한 MR 영상 및 

신호처리 기법’이란 주제로 한국 측을 대표, 프랑스의 Univer-

sity of Picardie Jules Verne의 Olivier Baledent 교수 연구팀

과 함께 2015년까지 2년간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뇌공학과 방문

◎    S. Fazli 교수, 한국형 SGER 과제 최종 선정

◎  뇌공학과 박사과정, 2014년 전기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합격  

◎  뇌공학과 교수 업적평가 규정, 질 위주 개정 ◎    김동주 교수, 한-佛 과학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선정

민병경 교수가 세계적인 학술지인 

‘Medicine’의 Editorial Board로 선

임되었다. Medicine은 의·과학 분야

의 세계적 출판사인 Lippincott Wil-

lams & Wilkins에서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로 2013년도 JCR 기준 Gen-

eral & Internal Medicine 분야 155

개 저널 중 18번째에 해당하며, Im-

pact Factor 4.233을 기록하고 있는 

해당 분야 저명 학술지 중 하나이다.

민병경 교수는 현재 NeuroImage 

등 해외 유명 학술지의 심사위원을 맡

고 있으며, 한국 뇌공학회의 국제협력 

이사로 활동 중인 국내 뇌공학 분야 

신진 연구인력이다. 이번 편집위원 선

임으로 민 교수의 향후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민병경 교수, 국제 학술지 Editorial Board 선임

◎  이성환 교수, IEEE SMC 2014에서 BMI Workshop 

공동 학회장 맡아

뇌공학사업단이 세계적인 출

판사인 Springer를 통해 뇌공

학 관련 특별판을 기획, 출간

한다. Springer는 Medicine, 

Science, Technology 분야에

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출판사로 해외 유수의 석학 및 

연구자들과 협력해 관련 분야

의 전문 서적을 기획 및 출판하

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뇌공학사업단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뇌공학의 최신 연

구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서적을 기획 및 출간하기로 했으며, 

‘Recent Progress i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이

란 제목으로 내년 초에 출판될 예정이다. 이번 출판에는 2008

년 12월 뇌공학사업단이 출범한 이래, 사업단과 학과의 발전

에 기여했던 모든 국내외 교수진들의 연구가 수록될 예정이

다. 사업단장 겸 뇌공학과 주임교수인 이성환 교수와 함께 본 

학과 해외석학 교수인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의 H. H. Buelthoff, Berlin Institute of Tech-

nology의 K.-R. Mueller 교수가 공동 편집인으로 참여한다. 

이성환 교수는 “이번 특별판 출간은 뇌공학사업단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뇌공학 연구의 현 

위치를 재고하고 뇌공학 연구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

는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  뇌공학사업단, Springer 출판사를 통해 Recent

Progress i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출간

BMI WORKSHOP CO-CHAIRS

Michael H.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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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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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ardo Chavarriaga Lozano,
E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Switzerland 
ricardo.chavarriaga@epfl.ch
 
INVITED SPEAKERS

Jose Carmen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Robert T. Knigh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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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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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How Research and Methodologies in 
Systems, Human-Machine Systems,
and Cybernetics can be applied to BMI 
Systems

TUTORIAL SPEAKERS

TBA

 

SMC2014 BMI Workshop CALL FOR PAPERS
IEEE SMC 2014’s 4th Workshop on Brain-Machine Interfaces Systems will be held October 5-7, 
2014 at the luxurious Paradise Point Resort and Spa, 1404 Vacation Road, San Diego, located on a 44 
acre private island of Mission Bay. SMC2014 is the flagship conference of the IEEE Systems, Man, and 
Cybernetics Society. It provides an international forum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to report up-to-
the-minute innovations and developments, summarize state-of-the-art, and exchange ideas and 
advances in all aspects of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human machine systems, and cybernetics. 

Brain-Machine Interfaces (BMI) systems offer the possibility of a new generation of multidisciplinary 
technologies that allow users to directly control devices via the nervous system. The goal of this 
workshop is to facilitate the interaction and intellectual exchange between all developers and consumers 
of BMI technology. This international forum is a unique opportunity for the latest BMI advances, 
innovations, and applications to be reported. Of particular interest will be the definition of BMI metrics 
and the quantification of BMI performance for new and existing approaches, as well as the quantification 
of BMI-performance requirements for new, existing, and future BMI applications. The gaps revealed 
between these assessments represent both challenges to the field and tremendous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ve and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cluding the participation of peers who are not experts in 
the field of BMI, but have expertise in systems engineering, human-machine systems, and/or other 
disciplines that can advance the field. To support these goals, the BMI Workshop calls for papers on the 
technical topics listed below. Papers related to the following BMI Workshop Theme are encouraged:

Problems and Solutions in Building Real-World BMI Systems
This theme establishes a focus on practical applications of BMI theory and methodologies leading to 
tangible systems, products, and service technologies. As such, all submitted papers should include a
section on how their topic can translate into practical applications of BMI. At the core of Brain-Machine-
Interface systems is the coordination of sensing, computation, communication, control, and actuation of 
dynamic systems. Experts from many research areas within SMC and from outside are needed if 
reliable real-world BMI systems are ever to have significant and lasting impact on people. Advances in 
IEEE SMC’s fields of interest as they relate to BMI are expected to empower future BMI systems to 
achieve this goal. This workshop will be of special interest to those experts in the topics listed below 
who are interested in learning how their research areas can be applied to solving of various research  
problem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real-world invasive and non-invasive BMI systems. Besides 
presentations of accepted papers, this 3 day workshop will feature panels, discussions with the 
audience, and a number of prominent invited speakers from industry and academia.

Systems Science & 
Engineering:

Conflict Resolution
Discrete Event Systems 

and Petri Nets
Distributed Intelligent Systems
Industrial Applications
Intelligent Control Systems
Medical Mechatronics
Robotic and Autonomous Systems
Self-Organized & Multiagent 
Sensor Systems
Systems
System of Systems Engineering
System Modeling and Control
Neuroscience Systems

Human-Machine Systems:
Adjustable Autonomy
Assistive Technology
Brain-Machine Interface Systems
Cognitive Computing and 

Architectures
Cooperative Work in Design`
Haptics and Teleoperation
Human Centered Design
Human-Computer Interaction
Human-Machine System Design
Human-Robot Interaction
Kansei (sense/emotion) Engineering
Smart Prosthetic/Orthotic 

Technology
Teleoperators
Systems Safety and Security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Systems

Cybernetics:
Agent-Based Modeling
Awareness Computing
Biometrics and Bioinformatics
Computational Life Science
Data & Information Fusion
Granular Computing
Information Assurance
Intelligent Multimedia Comm.
Knowledge Acq. in Intelligent 

Systems
Knowledge-based Systems
Machine Learning
Machine Vision & Image 

Processing
Medical Informatic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Pattern Recognition
Soft Computing

Important Dates
February 15, 2014: Deadline for proposals to organize BMI Workshop paper sessions and tutorials
April 7, 2014: Deadline for submission of full-length papers
May 25, 2014: Acceptance/Rejection notification
July 9, 2014: Final camera-ready papers due in electronic form.

http://www.smc2014.org/

IEEE reserves the right to exclude 
a paper from distribution (e.g., will 
not be published in IEEE Xplore®) if 
it is not presented at SMC2014.

BCE News

학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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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IRS Neuroimaging Workshop 개최

지난 5월 14일에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하나스퀘어 강당에서 fNIRS Neuroimaging Workshop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독일 

NIRxMedizintechnik GmbH의 Guilherme A. Zimeo Morais를 초청, Neuroactivation의 측정 및 분석을 위한 fNIRS Neuroimaging 방법 

및 NIRS와 EEG, TMS의 연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융·복합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강연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기기를 통한 응용 방법을 시연하는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fNIRS Neuroimaging Workshop은 국내외 많은 뇌 연구자들이 참여해 각종 기기들의 응용 및 연구 방향을 토론하고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이 주관하고,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독일 NIRx Medizintechnik GmbH, ㈜라이프텍이 후원하였다.

BCE News

학술행사 및 세미나

◎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독일 Tuebingen에서 공동 개최

본교 뇌공학사업단의 대표 학술행사 중 하나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이 지난 6월 27일부터 29

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Tuebingen에 위치한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에서 개최되었다. 6회째를 맞이한 이

번 학술행사는 2009년 1회 개최 이래 최초로 해외에서 열리게 되어, 국제적인 학술행사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참가 연구원들의 양과 질 모두 이전 대회를 뛰어 넘었으며, 본교 뇌공학사업단 참여교수이자 MPI 연구소장인 Heinrich 

Buelthoff 교수를 비롯해 유럽의 다양한 뇌공학 분야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의 초청강연이 이뤄졌으며, 세계 뇌공학 및 신경과학 분야의 선도

적 역할을 하고 있는 Max Planck Institute의 최첨단 연구 장비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 이번 일정에 포함돼 많은 국내 참가자들의 관심

을 받았다. 뇌공학사업단은 세계 뇌공학 분야의 폭넓은 연구와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독일에서 개최할 것라고 밝혀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은 국내 뇌공학 분야의 발전에 앞장서기 위한 뇌공학사업단의 

노력으로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 독일의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고려대

학교 뇌공학과, 뇌공학연구소, 뇌인지과학융합전공이 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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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뇌공학 단기강좌 개최

2014년 8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 601호에서 제5회 뇌공학 단기강좌가 개최됐다. ‘뇌영상신

호처리와 응용관련 이론과 실습’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는 국내 27개 대학/기관에서 57명의 뇌공학 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했으며, 뇌공학

과 박재석, 이종환, 민병경, 김동주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뇌공한 단기강좌는 뇌공학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뇌 신호처리 기술을 습득하여 뇌공학 관련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뇌공학 이론 강좌와 함께 신경 신호나 뇌영상 신호처리를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많은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본 행사는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한국뇌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이 주관,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한국인지과학회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다. 

◎ Dinggang Shen 교수, Medical Image Computing 특강 개최

뇌공학과는 2014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의 Dinggang Shen 교수를 초청하여 

Medical Image Computing 특강을 진행했다. Dinggang Shen 교수는 뇌공학과 해외석학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특강은 총 2회에 걸쳐 ‘Deep Learning in Medical Image Analysis’와 ‘Image Computing in 

Cancer Radiotherapy’를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각 강연의 다음날 Discussion/Q&A를 통해 해당 강의에 대한 수준 높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본교 뇌공학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관심이 높은 외부 기관 연구자, 교수 및 학

생들의 많은 참여가 이뤄졌다.

◎ 2014년도 한국 뇌과학 올림피아드 여름학교 개최

한국 뇌과학 올림피아드 여름학교가 지난 7월 14일부터 18

일까지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에서 진행됐

다. 이번 여름학교는 지난 2월 13일부터 양일간 개최된 ‘제6

회 한국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의 고등부 동상 이상 입상

자 10명이 참가했으며, 신경 해부, 조직학, 신경의 노화와 스

트레스 및 각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 

국제 뇌올림피아드에 참가할 국내 대표를 선발하는 자리이

기도 한 이번 여름학교에서는 세화여고의 송화윤 학생이 한국 

대표로 최종 선발되어,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

턴 D.C.에서 열린 2014 국제 뇌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세계 각

국의 대표들과 함께 경쟁을 펼쳤다.

한편,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는 매년 여름학교를 통

해 국내 대표로 선발되는 학생의 선전을 위해 왕복항공료, 체

재비, 등록비 등 소요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개최 

뇌공학사업단은 오는 9

월 14일부터 19일까지 스

페인에서 개최되는 In-

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2014에서 미국의 Uni-

versity of Houston, 스

페인의 국립연구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행사를 주

관한다.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워크숍에서는 미래 시장에서 Wearable Robot의 

용도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임상, 법규, 산업

에의 응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며, 북미, 유럽 및 아

시아권에서 300여명의 관련 연구원들에 참여해 세계 Wear-

able Robot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뇌공학사업단은 사업단장인 이성환 

뇌공학과 주임교수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Steering Commit-

tee Chair를 맡고 있어, 행사의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5회 단기강좌 프로그램 

날짜 시간 내용 강사

8월 4일 
월요일

08:50-
09:00

오리엔테이션 이성환 교수

09:00-
11:30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  
Physical Principles

박재석 교수

11:30-
14:00

중식

14:00-
16:30

Brains as an Organ 김동주 교수

8월 5일 
화요일

09:00-
11:30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alysis :  
Basics, Advancds, and Trends

이종환 교수

11:30-
14:00

중식

14:00-
16:00

뇌파의 기본과 BMI 응용 민병경 교수

16:30-
17:00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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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학기 뇌공학 콜로퀴엄 

날짜 연사 소속 제목

03월 03일 이성환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Neuro-Rehabilitation based on  

Brain-Computer Interface and Wearable Robotics

03월 10일 고산 대표 타이드 인스티튜트 3D Printer and the 3rd Industrial Revolution

03월 17일 이덕주 교수 KAIST 항공우주공학과 Education for Human Completion and Its Effect on Brain

03월 24일 이상국 교수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R&BD Strategy for Wearable Computing

03월 31일 강중구 교수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Even-Related Potentials using Electrocortical Electrodes

04월 07일 안진웅 박사 DGIST 로봇시스템연구부 Beyond Robotics: Brain-Robot Interface

04월 14일 여명숙 교수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Bio-Entertainment as a Form of Cultural Enrichment

04월 21일 유창동 교수 KAIST 전기전자공학부
Making Machines More Intelligent in  

Things Humans are Interested In

04월 28일 임종우 교수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부
Online Environment Modelling and Recognition  

using Visual Sensors

05월 12일 김경환 대표 NT리서치 Medical Robotics: Innovations in Future Hospitals

05월 19일 홍을표 책임연구원 LG전자 Future of Healthcare Robot

05월 26일 김형민 박사 KIST 바이오닉스연구단
Non-Invasive Neuromodulation using Focused 

Ultrasound

◎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날짜 연사 소속 주제

02월 21일 J. R. Millan 교수 EPFL, Switzerland
The Rise of Neuroprosthetics: 

The Perception-Action Closed Loop

02월 21일 K.-R. Mueller 교수 TU Berlin, Germany Shrinkage Methods and BCI

04월 22일 조영관 박사 HRL Laboratories, LLC, USA A Neural Network Simulator based on CUDA

05월 21일 J.-Y. Quentel 대표 Mensia Technologies, France
Wellness and Healthcare Applications of Real-time, 

Quantitative Neurophysiology



022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연구성과연구성과

고려대학교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뉴스레터 2014년 가을호   023

IF 상위 10%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H. H. Buelthoff

A Key Region in the Human Parietal Cortex for 
Processing Proprioceptive Hand Feedback during Reaching Movements

NeuroImag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1개 중 IF 5위

Motor-Visual Neurons and Action Recognition in Social Interaction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Behavioral Sciences 분야 저널 

49개 중 IF 1위

H. H. Buelthoff, 
C. Wallraven

The Eyes Grasp, the Hands See: 
Metric Category Knowledge Transfers between Vision and Touch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Experimental Psychology본야 저널 

83개 중 IF 8위

Active In-Hand Object Recognition on a Humanoid Robot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Robotics 분야 저널 21개 중 IF 1위

K.-R. Mueller

Finding Brain Oscillations with Power Dependencies in NeuroImaging Data

NeuroImag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1개 중 IF 5위

Stereoscopic Depth Increases Intersubject Correlations of Brain Networks

A Novel Framework for Relating the Amplitude of Neuronal Oscillations to  
Behaviorally Relevant Parameters

The Effect of Linear Mixing in the EEG on Hurst Exponent Estimation

Efficient Algorithms for Exact Inference in Sequence Labeling SVMs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Computer Science, 
Theory & Methods 분야 저널 

102개 중 IF 2위

Linear and Nonlinear Regression Techniques for Simultaneous and 
Proportional Myoelectric Control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habilitation 분야 저널 
62개 중 IF 6위

D. Shen

Mapping Longitudinal Development of Local Cortical Gyrification in  
Infants from Birth to 2 Years of Age

Journal of Neuroscience
Neurosciences 분야 저널 

252개 중 IF 22위

Simultaneous and Consistent Labeling of Longitudinal Dynamic Developing 
Cortical Surfaces in Infants

Medical Image Analysis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 저널  
121개 중 IF 10위

BCE 
Outcome

2014년 1학기 (2014.03~2014.08)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D. Shen

Longitudinal Development of Cortical-Thickness, Folding, and 
Fiber-Density Networks in the First Two Years of Life

Human Brain Mapping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0개 중 IF 1위

Multi-Atlas based Representations for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Diffusion Tensor Image Registration using Hybrid Connectivity and 
Tensor Features

Incremental Learning with Selective Memory (ILSM): Towards Fast Prostate 
Localization for Image Guided Radiotherapy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저널 243개 중 IF 8위

Neurodegenerative Disease Diagnosis using
 Incomplete Multi-Modality Data via Matrix Shrinkage and Completion

NeuroImag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1개 중 IF 5위

Measuring the Dynamic Longitudinal Cortex Development in Infants by 
Reconstruction of Temporally Consistent Cortical Surfaces

Inter-Modality Relationship Constrained Multi-Modality Multi-Task Feature 
Selection for Alzheimer's Disease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Identification 

Segmentation of Neonatal Brain MR Images using Patch-Driven Level Sets

Spatial Distribution and Longitudinal Development of 
Deep Cortical Sulcal Landmarks in Infants

A Novel Matrix-Similarity Based Loss Function for 
Joint Regression and Classification in AD Diagnosis

Integration of Sparse Multi-modality Representation and 
Anatomical Constraint for Isointense Infant Brain MR Image Segmentation

곽지현
M-type Potassium Condunctance Controls the Emergence of Neural Phase 

Codes: A Combined Experimental and Neuron Modelling Study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Interfac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6개 중 IF 5위

김동주
Quantitative Analysis of Computed Tomography Images and Early Detection of 

Cerebral Edema for Pediatric Traumatic Brain Injury Patients
BMC Medincine Medincine 분야 150개 저널 중 9위

민병경,
K.-R. Mueller

Electroencephalography/Sonication-Mediated Human 
Brain-Brain Interfacing Technology

Trends in Biotechnology
Biotechnology & Applied 

Microbiology 분야 저널 165개중 5위

박재석 Compressed Sensing MRI Exploiting Complementary Dual Decomposition Medical Image Analysis
Computer Science,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분야 저널 
100개 중 IF 4위

이성환, D. Shen 
Hierarchical Feature Representation and Multimodal Fusion with 

Deep Learning for AD/MCI Diagnosis
NeuroImag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1개 중 IF 5위

이성환

Nonnegative Tensor Co-Factorization and Its Unified Solution IEEE Trans. on Image Processing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저널 243개 중 IF 17위

Nighttime Face Recognition at Large Standoff: 
Cross-Distance and Cross-Spectral Matching

Pattern Recognition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465개 중 IF 3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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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저널 243개 중 IF 7위

한재호, 정지채
Common-Path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Using a Conical-Frustum-Tip 

Fiber Probe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저널 243개 중 IF 7위

(1) 교수 논문게재 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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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_초청강연 국제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H. H. Buelthoff 140328
Technische Universita 

‥t Kaiserslautern: 
Wahrnehmung

Kaiserslautern University GER From Flying Robots to Flying Cars

K.-R. Mueller 140218
2n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Multimodal Imaging, Non-Stationarity and BCI

곽지현 140628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GER
Intrinsic Mechanism underlying Decoupling of 

Spike Phase and Rate Codes: 
A Combined Experimental and Neuron Modelnig Study

이종환
140507 

-
140509

SPIE DSS SPIE USA Unsupervised Learning toward Brain Imaging Analysis

한재호

140628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GER
Depth Resolved Optical Imaging and Kernel based 
Segmentation Algorithm for Ophthalmology Study

140829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al Internet 2014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KOR
Photon Pair Sources for Quantum Information Networks 

and Remote Sensing Systems

교수_기조연설 국제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H. H. Buelthoff 140516 14th Annual Meeting of the Vision Sciences Society VSS USA
What Are You Doing? Recent Advances in Visual Action 

Recognition Research

IF 상위 20%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H. H. Buelthoff

Owning an Overweight or Underweight Body:  
Distinguishing the Physical, Experienced and Virtual Body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6개 중 IF 7위

The importance of Stimulus Noise Analysis for Self-Motion Studies

Putting Actions in Context: Visual Action Adaptation Aftereffects are  
Modulated by Social Contexts

Intersegmental Eye-Head-Body Interactions during 
Complex Whole Body Movements

H. H. Buelthoff, 
이성환

Interactive Multiple Object Tracking (iMOT)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6개 중 IF 7위

K.-R. Mueller

True Zero-Training Brain-Computer Interfacing - An Online Study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6개 중 IF 7위

Channel Selection for Simultaneous and Proportional Myoelectric Prosthesis 
Control of Multiple Degrees-of-Freedom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분야 저널 

77개 중 IF 10위Integrating Dynamic Stopping, Transfer Learning and Language Models in 
an Adaptive Zero-training ERP Speller

D. Shen

Structural and Diffusion Property Alterations in 
Unaffected Siblings of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6개 중 IF 7위

Knowledge-Guided Robust MRI Brain Extraction for  
Diverse Large-Scale Neuroimaging Studies on 

Humans and Non-Human Primates

Multi-task Linear Programming Discriminant Analysis for  
the Identification of Progressive MCI Individuals

Identifying Informative Imaging Biomarkers via 
Tree Structured Sparse Learning for AD Diagnosis

Neuroinformatics
Computer Science,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분야 저널 
102개 중 12위Sparse multivariate autoregressive modeling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Classification

김동주
Poro-hyperelastic Anatomical Models for Hydrocephalus 

and Idiopathic Intracranial Hypertension
Journal of Neurosurgery Surgery 분야 저널 202개 중 IF 21위

민병경
Neurophysiological Correlates of Sonication Treatment in 

Patients with Essential Tremor
Ultrasound in  

Medicine & Biology
Acoustics 분야 저널 31개 중 IF 4위

박재석
Variable Flip Angle Single-Slab 3D GRASE Imaging with 

Phase-Sensitive Image Reconstruction
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1개 중 IF 21위

이성환

Predicting BCI Subject Performance using Probabilistic Spatio-Temporal Filters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6개 중 IF 7위

Detection of Braking Intention in Diverse Situations during Simulated Driving 
based on EEG Feature Combination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분야 저널 

77개 중 IF 10위

교수_포스터발표 국제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민병경 140405
21st Annual Meeting of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USA

EEG Theta-Band Phase-Coupling for  
the Country-of-Origin Effect

이종환 140610 OHBM 2014 OHBM GER
Neural Bases of Human Strategic Reasoning from  

functional MRI Study

교수_ 구두발표 국제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C. Wallraven 140517 Vision Science Society 2014 VSS USA
Valence and Arousal Underlie Evaluation of Emotional and 

Conversational Facial Expressions across Cultures

교수_ 학회활동 국내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활동내용

민병경 140524 제28회 한국인지과학회 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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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_ 구두발표 국내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김상희
140828 

-
140830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한국심리학회
Contextual Cues Alter Experiential and 

Neural Responses to Emotional Information

교수_초청강연 국내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S. Fazli 140605 Cogno-Mechatronics Engineering Seminar 부산대학교 Some Recent Advances in BCI

C. Wallraven 140325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세미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Staying in Touch with the World 

- Multisensory Processing of Shape in the Brain

곽지현

140425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뇌기능매핑학회
Spat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Its Storage in 

Entorhino-Hippocampal System

140530 Neuroinformatics Seminar DGIST Neuromorphic Systems

140731 Bio-Electronics 세미나 이화여자대학교 
Neural Codes in Hippocampal Spat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in Spike Timing-Dependent Plasticity

김동주 140804 제5회 뇌공학 단기 강좌: 뇌영상 신호처리와 응용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사업단 Brain as an Organ

민병경 140805 제5회 뇌공학 단기 강좌: 뇌영상 신호처리와 응용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사업단 뇌파의 기본과 BMI 응용

박재석 140804 제5회 뇌공학 단기 강좌: 뇌영상 신호처리와 응용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사업단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Physical Principles

이성환

140303 뇌공학 콜로퀴엄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사업단
Neuro-Rehabilitation based on Brain-Computer Interface 

and Wearable Robotics

140311 치의생명과학과 초청세미나 서울대학교 뇌공학 기술의 현황 및 전망

140412 토요과학강연회 한국연구재단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세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140508 컴퓨터과학과 초청세미나 숙명여자대학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현황 및 전망

이종환 140805 제5회 뇌공학 단기 강좌: 뇌영상 신호처리와 응용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사업단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alysis 

: Basics, Advances, and Recent Trends

대학원생_포스터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H. H.  
Buelthoff

김준석 140612
20th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HBM GER

A Correlation Study of Behavioral and Neural Decoding 
Performance for Roughness Discrimination

C. Wallraven

이혜미 140520 Vision Science Society 2014 VSS USA
Visual Brain Areas Predict Haptic (and Visual) Behavioral 

Similarities between Novel Objects

주의종
140627 

-
140629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GER User Experience in Streoscopic Driving Games

곽지현 장현재
140627 

-
140629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GER
Temporal Pattern Propagation in Feedforward Network 

Model

김동주 김학승
140627 

-
140629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GER
The Threshold of Resistance to CSF Outflow in Predicting 

Shunt Responsiveness for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민병경

백홍채
140405 

-
140408

21st Annual Meeting of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USA Blue Light Modulates EEG Alpha Activity

김인수
140627 

-
140629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GER Sonication-Mediated Somatosensory Experience

박재석

이훈재
140510 

-
140516

 Joint Annual Meeting ISMRM - 
ESMRMB 2014

MRM ITA
Rapid Propeller-CEST Encoding with Background 

Asymmetry Subtraction for Ultrafast Z-Spectrum Acquisition

김수길

140627 
-

140629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GER

Optimal Combination of High Frequency Sub-Band 
Compressed Sensing and Parallel Imaging

박준식
Highly Accelerated Dynamic Parallel MRI Exploiting 

Constrained State-Space Model with 
Low Rank and Sparsity

최원민
Variable-Flip-Angle Single-Slab 3D GRASE with 

Phase-Independent Image Reconstruction

이성환

신홍범
140516 

-
140521

Vision Sciences Society 2014 Vision Sciences Society USA Accuracy in Localising the Centre of a Circle

김종필 140627 
-

140629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GER

Analysis on Event-Related Potentials based 
Dual-Task during Simulated Driving

염슬기 Random Set based Visual Speller using Face Stimuli

(2) 대학원생 학술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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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_구두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박재석

박수형 140510 
-

140516

 Joint Annual Meeting ISMRM - 
ESMRMB 2014

MRM ITA

Compressed Sensing MRI Exploiting Complementary 
Dual Decomposition & Highly Accelerated 

Dynamic Parallel MRI Exploiting Constrained 
State-Space Model with Low Rank and Sparsity

이현열
Current-Controlled Alternating Steady State 

Free Precession for Rapid Conductivity Mapping

이성환 조남규 140828
2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IAPR SWE

Recognizing Group Activity using Group Interaction Energy 
in Group Interaction Zone

정지채 성민규 140710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 2014
OSA AU

Coherent Optical OFDM System using Modified DFT 
Windows to Improve Chromatic Dispersion Tolerance for 

Long-Haul Transmission System

대학원생_ 포스터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민병경
류명훈,  
소광섭

140524 제28회 한국인지과학회 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Human Somatosensory Experience using Ultrasound 

Sonication to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이성환

곽노상

140524 제28회 한국인지과학회 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안정 상태 시각 유발 전위 기반의  
하지 외골격 로봇 제어 시스템

김동민
움직임과 빠른 계열적 시각제시를 이용한  

시선에 독립된 뇌-컴퓨터인터페이스 문자 입력기

박희진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기를 사용한  

안정 상태 체성감각 유발전위의 분석

이성준 다양한 무게를 갖는 팔 움직임 동안 뇌전도 베타 파워 분석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이성환

감태의

140625 
-

140627
Korea Computer Congress 2014 한국정보과학회

표면 재질 인지를 위한 시지각 처리 과정의 수리적 분석

김근태
전동 휠체어 제어를 위한 안정 상태 체성감각 유발  

전위 기반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박기희 비선형 회귀 기법을 이용한 근전도 기반 손목 움직임 추정

신홍범 인간의 내적 노이즈에 기반한 원의 중심 추정

이민호
뇌전도와 근적외선분광 장치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원동옥
고주파 안정 상태 시각 유발 전위에 기반한  

QWERTY 타자 시스템

대학원생_ 구두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이성환

감태의 140524 제28회 한국인지과학회 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시지각 인지 과정 이해를 위한 행동 및 수리적 모델 비교

곽노상
140625 

-
140627

Korea Computer Congress 2014 한국정보과학회

안정 상태 시각 유발 전위를 이용한 착용형 로봇 제어

허동철 대화형 표정 인식을 위한 계층적 시퀀스 모델링

황천섭 시각 단어 가중치 부여 방법을 이용한 장면 영상 분류

(3) 특허 등록

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번호

민병경 뇌파를 이용한 의도 인식용 두뇌 기계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1431203

박재석

자기공명영상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자기공명영상 획득 방법 10-1283532

자기공명장치 및 이를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 10-1282124

선택적 회질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자기공명영상 획득방법

10-1310706

이성환
적외선을 이용한 객체 인식 장치 10-1427488

적외선 영상을 이용한 생체 신호 측정 방법 및 장치 10-1413853

이종환 뇌기능훈련을 위한 기능성자기공명데이터처리방법 10-1323318

한재호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1374036

광수용체를 위한 광도파로 10-1424352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이성환 곽노상
140826 

-
140830

36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IEEE USA

Towards an Enhanced ERP Speller based on 
the Visual Processing of Face Familiarity

이종환

김동율 140507 SPIE Defense, Security, and Sensing SPIE USA Unsupervised Learning toward Brain Imaging Analysis

김현철 140610
20th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HBM GER

Neural Bases of Human Strategic Reasoning from 
functional MRI Study

한재호
지승배,  
유승범

140627 
-

140629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GER
Morphological Separation Method for Neuro-

Ophthalmology Images 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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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훈련 
후기

박사과정 4년 차로서, UCLA Center for Cognition, Vision, and Learning (이하 CCVL)에

서 Alan Yuille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 그룹은 약 20명의 연구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객체 검출, 객체 분류, 인체와 동물의 포즈 추정 및 구성 요소 추출, 

그리고 3차원 영상 정보 분석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본인은 이 중 3차원 영상 정보 분

석을 연구 중이다. 연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2차원 영상 속 기하학 정보 (직선, 면, 

수직)와 3차원 카메라 모델 (공간에서의 위치와 회전 상태 등)의 관계 분석을 통해 해당 영

상 촬영 당시의 카메라의 각도 및 위치, 영상 속 요소들 간의 3차원 공간에서의 상대적 거

리를 추정해 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연구원 간의 의견 교류가 매

우 활발하고 자유롭다는 점이다. 물론 본인이 속한 한국 연구실도 활발하고 자유롭지만, 

이곳은 선후배 관계와 같은 상하의 개념에서 오는 미묘한 제약이 없는, 서로 동등한 위치

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비판 및 의견교환이라 함이 좀 더 나은 표현일 것 같다. 

CCVL에서 진행한 3차원 영상 정보 분석 연구의 마무리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곳에서의 경험을 한국 연구실원들과 공유 및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장기 연수의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준 뇌공학과 및 BK21Plus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름 : 조남규 (박사과정) 

연수기관 : UCLA Center for Cognition, Vision, and Learning, USA

연수기간 : 2014년 3월 01일 - 2014년 8월 29일 

이름 : 김준석 (박사과정) 

연수기관 :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Germany

연수기간 : 2014년 6월 19일 - 2014년 8월 18일 

독일 튀빙엔에 위치한 Max Planck Institute (MPI) for Biological Cybernetics 연구소는 

인지심리학, 로보틱스, 가상현실등 다양한 배경지식을 가진 연구원들이 모여 인간의 인지 

및 행동에 대한 융합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여름 약 두 달 동안의 MPI 연구

소 연수 기간 동안 인간의 일상적인 행동 구분 패턴의 동서양 문화간 차이에 대하여 실험

을 진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다. 연수 기간 동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프로젝트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연구원들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특히 서로 전혀 다른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들이 모여 실험 디자인을 

토의하고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다양한 배경지식과 관점을 융

합해 나가는 과정이 보다 더 창의적인 연구진행을 위한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체험하

였다. 예를 들면, 공학에 치우쳐져 있는 Human Machine Interaction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미팅에서 많은 인지 심리학 연구원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언급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학문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가가는 융합 학문은 

이와 같은 토론에서 시작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여름 두달 간의 MPI 연

구소 방문은 세계 유수의 연구소에 방문하여 선진 연구방법을 몸소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뇌과학 연구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의 영역을 

확장시킬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연구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2014년 6월 27일~29일에 독일 Tuebingen에서 개최된 6th International Confer-

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뇌공학자들과 뇌공학 분

야 전반에 걸친 연구 성과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각국의 뇌공

학자들과 모인 자리에 많은 연구 결과들을 교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뇌 

연구 지식 등 최신 연구 동향을 익히기에 부족함 없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신경망 전체를 실제와 같이 촬영하여, 3D로 재구성하여 실

제 뇌 구조 그대로 모델링하는 연구였다. 기존 계산신경과학적인 방법들 대부분은 단순

화한 뇌구조를 모방하여 모델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촬영 및 3D 재구축 기술이 발

전됨에 따라 이를 통해 실제 뇌 구조를 모델링하여 이러한 뇌 구조와 뇌 기능과의 상관성

을 밝히고 이를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다 고도화된 뇌 기능을 모

델링하여 뇌 기능을 예측하고 이를 응용하여 연구 및 뇌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접근법

도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 

아직 우리는 신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뇌 전체가 이

루는 기능에 대해서도 모두 알지 못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본 것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서 뇌를 응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들은 여러 연구 분야들 간의 간극을 메워줄 것이

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뇌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36회 IEEE EMBC 학회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어 포스터 발표를 위해 참석하게 

되었다. 이 학회는 저명한 국제 학회로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Biomedical Imag-

ing, Image Processing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였고 여러 국가의 연구원들이 참여

하였다.

나는 Face Familiarity와 Random Set Presentation을 이용한 효율적인 ERP 기반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해 발표하였고, 내 연구 내용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여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더불어 BCI 연구를 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연구팀

의 발표에 참여하고 관련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면서 평소 궁금했던 그들의 노하우도 배

울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현재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뇌신호 

기반의 상하지 재활 연구의 최신 기술 동향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학회를 통해 배워온 지

식을 통하여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름 : 곽노상 (석·박사통합과정)

대회명 :  36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대회일시 : 2014년 8월 26일 - 8월 30일

이름 : 장현재 (박사과정) 

대회명 :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대회일시 : 2014년 6월 27일 - 2014년 6월 29일 

학술대회 참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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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학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콜로퀴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 주최 :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 

- 후원 :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뇌인지과학연계전공, 뇌공학연구소 

            ※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무료 강좌임

◆ 2015학년도 전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 과정 신입생 모집

- 입시설명회  : 2014년 9월 25일 (목) 

- 지원서 입력 : 2014년 10월 6일 (월) - 10일 (금) 

- 서류 접수    : 2014년 10월 6일 (월) - 15일 (수) 

- 구술 시험    : 2014년 11월 8일 (토) 

- 합격자 발표 : 2014년 12월 5일 (금)

◆  The 3rd IEEE Winter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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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공학연구사업단, 한국뇌공학회, 한국인지과학회, 한국인공지능소사이어티 

- 홈페이지: http://bci.korea.ac.kr

◆  2015년 한국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

- 일시 : 2015년 2월 12일 (목) - 13일 (금)

- 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회,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 주관 :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한국뇌연구원,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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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대상 :  2014년 12월 기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소속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뇌과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 : 2014년 12월 1일 (월) 부터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 https://www.kbso.org/

BC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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