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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불어오는 바람에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이때 2015년 BK21플러스 뇌공학연구사업단이 

새로운 연차를 시작합니다.

본 사업단에서는 올해 2개의 국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

르는 입는 로봇과 뇌공학을 주제로 한 제2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와 제7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가  

바로 그것입니다. 8월과 10월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년 국내외 저명한 연사들을 모시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성과 공유, 응용 등에 

이르는 국제 학회를 통해 뇌공학이라는 융합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연구 

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력, 신기술 적응력, 실용적 응용력을 고루 갖춘 뇌공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배출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올해에도 보다 심층적인 뇌공학 연구를 위해 세계 연구기관들과의 연구 협약 및 교류를 

확대하여 뇌공학 연구와 전문가 배출에 좀 더 매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봄,

만개하는 꽃들처럼 뇌공학 사업단과 뇌공학과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힘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이성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주임교수

BK21Plus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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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2008년 12월, 미래 국가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 추진 

및 학문의 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 수준 연구

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 사업의 유형 1 (전공학과 개설 지

원) 과제에 선정되면서 일반대학원 뇌공학과를 신설했으며, 2009년 9월 첫 학

기를 시작했다.

‘건강한 두뇌’를 모토로 하는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매년 융합적 학문 지식

과 창의적 소양을 갖춘 뇌공학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 및 양성해 왔으며, 국내외 

우수한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2020년 이후, 뇌공학 분야 세계 Top 10 수

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뇌공학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인지과학, 생체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새

로운 연구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국내 뇌공학의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신경과학, 인지과학, 기계학습, 신호처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신진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했으며, 뇌공학 분야 세계 최고의 석학

들로 해외 연구진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뇌공학 관련 최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

해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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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적외선근광분석기) 등 고가의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다.

 　　

HISTORY | 연혁

2013년

02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첫 개최
02월   뇌공학과 1호 박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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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1명 임용
09월   제2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개최 (한국)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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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015년 1학기 뇌공학과 석·박사통합/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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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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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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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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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한 뇌질환 진단, 예측 및 예방을 더욱 용이하도

록 돕는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우울증과 같은 현대인의 

뇌질환은 초기진단과 병의 진전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뇌공학은 이러한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최신 기술이 될 것이다. 뇌질

환으로 인해 비롯되는 질병은 물론이고, 고령화로 인한 인체 기능의 쇠진에 대한 

재활보조 기술 역시 뇌공학을 통하여 진보할 것이다. 

둘째, 신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뇌신호의 분석을 통해 로봇이나 기계와 같은 

외부 장치를 생각만으로 제어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의 개발은 여러 원

인으로 신체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의수나 의족 등과 같은 인체 보조장비

를 생각만으로 움직이게 해 이들이 일반인과 유사한 활동을 가능케 한다. 이는 

2009년 발표한 10대 미래유망기술 중 하나로 그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 활용도

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인간의 뇌정보처리 메커니즘을 연구해 국가성장동력인 지능/인지 로봇

산업, IT 산업,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산업 

성장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인간의 뇌정보처리와 인지능력의 비밀을 

해독함으로써 뇌기능을 모방한 인지 로봇 및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더욱 박

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2020년 이후

뇌공학 분야 글로벌 Top 10
목표 달성

BRIAN 
Engineering

학과 및 뇌공학 소개

학과 및 뇌공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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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수

조교수

조교수 해외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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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korea.ac.kr

이종환  조교수

뇌신호처리, 기능자기공명영상,

기계 학습 

http://bsp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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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흥일  조교수

기계학습, 뇌영상 기반 뇌질환 진단, 

비침습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http://heungilsuk.wix.com/mi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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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inrich H. Buelthoff  교수   

Biological Cybernetics, 

Psychophysics

Klaus-Robert Mueller 교수   

  

Brain-Computer Interface, 

Machine Learning

Dinggang Shen 교수

Neuro-Imaging Analysis,

Biomedical Imaging

BCE 
Professors

전임교원 및 해외석학

전임교원 및 해외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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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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E 
Laboratory

뇌공학과 연구실 소개

뇌공학과 연구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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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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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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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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실은 신생아의 뇌 발달 과정의 이해 및 알츠

하이머병, 경도인지장애, 정신분열증과 같은 뇌질환 진

단 시스템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뇌영상 분석 방

법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형태/크기의 뇌영상들의 빠르고 정확한 비

교 분석을 위하여, 기계학습 기법에 기반한 영상 정합 

기술들을 개발 중이다. 의료 영상 분석 기법들의 임상 

활용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 또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립선 영역의 자동 검출 

및 영역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이를 전립선 암 수술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Cognitive 
Neurotechnology 
Lab.

지도교수
Siamac Fazli

Neuroimaging 
Analysis Lab.

지도교수
Dinggang Shen

본 연구실은 뇌 조직 변화의 특성과 세부 매커니즘

을 규명, 이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더욱 향상된 뇌

질환 진단 및 조직 양상 파악 방법·기술을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패러다임은 글로벌 패러

다임과 구조적 패러다임으로 나뉜다. 글로벌 패러다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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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 패러다임을 적용한 연구의 예로는 정상인의 뇌와 수두증 및 다양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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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툴 개발이 있다. 또한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을 적용함으로써 구현한 실

제 환자의 뇌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뇌병변의 의학적 경과를 예측하는 환자 맞춤형 모델

을 만들어내는 것도 구조적 패러다임 연구에 속한다.

Clinical Neuro 
Modeling Lab.

지도교수
김동주

본 연구실은 다양한 뇌공학 기술 응용을 위한 기계

학습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1) 

뇌 정보 처리 메커니즘에 기반한 계층적 특징 추출 및 

인식 알고리즘 기술 개발, 2) MRI, PET, fMRI 등의 뇌영

상 패턴 분석 및 이를 이용한 뇌질환 조기 진단 및 예

측 기술 개발, 3) EEG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

술 안정화를 위한 신호분석 기술 개발 등에 초점을 두

고 있다. 또한, 뇌정보처리 메커니즘의 이해를 위한 기능적 연결망 구축 알고리즘 개발 

및 이해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 기 개발된 기술들은 뇌인지공학 관

련 응용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국제저명학술지 및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되고 있다.

Machine
Intelligence Lab.

지도교수
석흥일

본 연구실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 아래서의 인간의 

인지능력 변화 분석 및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하여 입력

되는 자극의 디코딩 연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인

간의 효율적이고 우수한 인지 시스템을 이해하여 이를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1명의 박사과

정 (fMRI 기반의 시각과 촉각 자극 디코딩 연구), 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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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튀빙엔에 위치한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연구원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등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연구 외적인 부분에서는 연구실 멤버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가을 워크

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수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Biological 
Cybernetics Lab.

지도교수
Heinrich H. Buelthoff

BCE 
Laboratory

뇌공학과 연구실 소개

뇌공학과 연구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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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뇌영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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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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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 분야의 선도적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센터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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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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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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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혁

2010년 07월 뇌영상센터 건물 완공

2010년 09월 SIMENS MRI 장비 설치

2010년 12월 fMRI 부가장비관련 NNL 본사 파견 교육

2010년 12월 fMRI 부가장비 가동완료

2010년 12-2월 뇌영상센터 1, 2, 3차 세미나 개최

2011년 05월 뇌영상센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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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및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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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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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장비

구분 NeuroScan SynAmps2

사진

용도 · EEG 신호의 검출 및 기록

기능

· 높은 시간 해상도를 갖는 뇌 신호 획득 가능

·  근전도 (EMG), 안구전도 (EOG)를 포함한 뇌 신호 측정 가능

·  자극 제시 (E-prime 등) 및 분석 (EEGlab 등) 소프트웨어와 연동 가능

· 설치가 빠르고 간단하여 휴대성 우수

· fMRI와의 동시 측정 등 호환성 우수

주요

사양

· 64채널 증폭기 시스템        · 최대 시간 해상도 20,000Hz

· A/D 해상도 24Bit              · 입력저항 1 GΩ 이상

구분 NeuroScan Quick Caps

사진

용도 · EEG 신호의 검출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능

·  뇌의 전기적 활동을 전극을 이용해 두피에서 직접적인 측정이 가능

· 측정 된 뇌신호를 SynAmps2로 전송하여 신호 분석

· 인종, 성별, 나이를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측정 Cap이 존재

주요

사양

· 다섯 가지 크기의 전극사용 가능       

· 국제 10-20 표준에 따른 전극 위치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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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 신호 측정 장비

구분 NeuroScan CURRY Scan 7 Neuroimaging Suite

사진

기능

·  유용한 기능들 및 데이터 처리방법의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 구조       

· EEG 데이터 처리 및 신호 분석을 위한 분석 툴

·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며 사용법 간편                                                  

· 최대 512개의 채널과 20kHz의 시간 해상도

· 신호 국부화, 공간적 시각화 등 다양한 영상 처리 분석 가능

◆ 신호처리 및 분석 소프트웨어

◆ 뇌영상센터 장비 시스템

-  SIEMENS MagnetomTrio, 

A Tim System 3-Tesla

MRI

-  Brain Product MR series, 

64-channel system

MR-compatible EEG

뇌영상측정장비

반응측정 장비

- built-in diopter correction
- adjustable pupil distance
- 3D stimuli presentation

Eye-tracking system 

(NNL& Arrington Research) -  NNL의 좌/우 검지와  

엄지를 이용한 4개의 버튼

-  Current Design의 fORP, 

좌/우 4개 (총 8개)의 버튼

Button response

-  Galvanic skin 
response (GSR)

- Blood flowmeter
-  Electrocardiog-

raphy (ECG)

생체 신호 측정시스템

자극제시 장비

- NNL의 Visual goggle system - NNL의 Headphone system

Visual system Auditory system

자극제시 소프트웨어

-  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  E-prime 2.0: Professional 
version

E-prime

-  Neurobehavioral Systems, 
Inc.

Presentation

BCE 
Equipment

공동실험실 및 장비

공동실험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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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학기 개설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BRI510
뇌공학을위한확률통계학 (영강)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BCE
한재호 3

BRI511
신경과학 (영강) 
Neuroscience

곽지현 3

BRI516
신경망입문 (영강) 

Introduction to Neural Networks
이종환 3

BRI517
뇌파분석입문 (영강) 

Introduction to Brainwave Analysis
민병경 3

BRI605
인지과학의행태분석학적기법 (영강) 

Behavioral Methods on Cognitive Science
김상희 3

BRI613
시지각 (영강) 

Visual Perception
C. Wallraven 3

BRI623
패턴인식 (영강) 

Pattern Recognition
석흥일 3

BRI626
뇌-컴퓨터인터페이스 (영강) 
Brain-Computer Interface

S. Fazli 3

BRI631
신경윤리학 (영강) 

Neuroethics
김동주 3

BRI710
기계학습특론 (영강) - 박사과정 이상 수강 

Topics in Machine Learning
S. Fazli 3

BRI716
뇌공학세미나II (영강) 

Seminar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Ⅱ
한재호 1

BRI721
영어논문작성법 (영강) 

Technical Writing
정지채 3

■ 201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원현황

종류 금액 (원) 학생수 (명)

조교장학금  101,284,000 16

일반장학금  10,000,000 8

BK21Plus 장학금  229,493,982 29

기타장학금  170,537,000 17

계  511,314,982 70

■ 2014년 2학기 국외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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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 그 성과를 보고받고 있다.

장기연수 단기연수

연번 이름 학위과정 방문기관/대회 국가 방문일자 연번 이름 학위과정 방문기관/대회 국가 방문일자

1 박수형 박사과정 Stanford University USA
2014.08.17 

- 
2014.09.14

1 곽노상
석·박사통합

과정

WeRob2014 ESP
2014.09.14 

- 
2014.09.18

2 이혜미
석·박사통합

과정
Univ. of Bordeaux FRA

2014.11.28 
- 

2015.02.27
2 김근태

석·박사통합
과정

3 김정우
석·박사통합

과정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GER
2015.01.02 

- 
2015.02.25

3
Shi 

Chang
석·박사통합

과정

IEEE SMC2014 USA
2014.10.05 

- 
2014.10.08

4 안현민 박사과정 Univ. of Manchester UK
2015.01.30 

- 
2015.02.26

4 김정우
석·박사통합

과정

5 정환준 박사과정
Univ. of  

Southern California
USA

2015.02.01 
- 

2015.02.26
5 원동옥

석·박사통합
과정

6 정은경 박사과정 Univ. of Tuebingen GER
2015.02.01 

- 
2015.02.27

6 유승범
석·박사통합

과정

7 김현철
석·박사통합

과정
Univ. of New Mexico USA

2015.02.01 
- 

2015.02.27
7 지승배

석·박사통합
과정

■ 2015년 2월 학위취득자 목록

과정 이름 논문제목

박사

강평원 Neural Basis of Social Valuation and Decision Making

박수형
Accelera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from 
Incomplete Measurements

이현열
Steady State Free Precession Magnetic Resonance 
Electrical Impedance Tomography

채윤병
The Role of Body Ownership in Neurophysiological 
Responses to Acupuncture Stimulation

석사

김동민
Gaze-Independent P300-Based BCI with Motion and 
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김범주
Intention Analysis based on Brain Signal for Participation 
Induction during Rehabilitation

김진수
Towards Generalizable Passive Brain-Computer Interface 
for User State Monitoring

박세호 Human Interaction Recognition using Actionlet Gradients

■ 교원 인사

 최초 재임용

김동주 (2012년 03월 - 2015년 02월)

민병경 (2012년 03월 - 2015년 02월)

 조교수 임용

석흥일 (2015년 03월 01일자)

BCE        
News

교무 및 행정

교무 및 행정

과정 이름 논문제목

석사

박희진
Smart TV Control System based on 
Steady-State Visual Evoked Potentials

백홍채
Influence of Ambient Lighting on 
the Human Circadian Rhythm

소광섭
Mapping of Human Somatosensory Perception 
using Focused Ultrasound

육동욱
White Matter Integrity and BIS/BAS Personality Measures 
in Healthy Adults: A Diffusion Tensor Imaging (DTI) Study

이성준
EEG Pattern Analysis during the Elbow Movement 
According to the Different Weight

전영혁
Sleep-Wake Classification using Actigraphy and 
Biological Signals on Wrist

정유진
Compassionate Interpretational Bias in Anger-Provoking 
Situations and Decision-Making in the Ultimatum Game



뇌공학의 최근 연구 동

향을 가늠할 수 있는 ‘Re-

cent Progress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출판사

인 Springer를 통해 출판될 

예정이다. 본 도서는 2008년 

12월 WCU 뇌공학사업단 출

범한 이래, 사업단과 학과 발

전에 기여했던 모든 국내·

외 교수진들의 연구들이 포함

되며, 본 학과의 이성환 주임교수,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의 H. H. Buelthoff 연구소장, Techni-

cal University of Berlin의 K.- R. Mueller 교수가 공동 편집

인으로 참여한다. 

현재 2014년 11월 30일로 투고가 마감된 논문들을 통해 출

판을 위한 리뷰가 진행중에 있으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오

는 3월 초에 특별판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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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뇌공학과의 박사학위 취득 요건이 개정된다.

뇌공학과는 지난해 9월 열린 학과 교수회의에서 박사학위 취

득을 위한 최소 졸업 요건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뇌공학과는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전체에 걸쳐 학

위논문 심사 청구 전까지 1편 이상의 제1저자 논문을 게재 승

인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내규에서는 논문 게재 승인 요

건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그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학위 취득

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2014년 9월에 입학한 박사과정 (또는 석·박

사통합과정)부터 시행되며, 이전 입학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뇌공학과는 프랑스 INRIA와 공동 교육/연구 협약을 지난 

2015년 1월에 체결했다. 

지난 BCI2015 행사에 참석한 Fabien Lotte 박사와 함께 

EEG 신호를 기반으로 한 Brain-Computer Interface 디자인

(Oscillatory EEG-based BCI design: signal processing and 

more) - EEG로 수집된 뇌파를 이용해 뇌-컴퓨터 인터페이

스 - 디자인 연구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유수 저명 

잡지에 논문 투고를 계획하고 있다. 

뇌공학과의 이번 협약은 뇌관련 연구 기술 교류 및 개발 활성

화와 대학원생 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뇌공학 

관련한 공동 연구,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인력교류 등을 추진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뇌공학과는 싱가포르 

Institute for Infocomm 

Research와 공동 교육/

연구 협약을 추가로 체결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뇌공학과는 지난 BCI2015에 방문한 Cun-

tai Guan 교수가 속한 Neural & Biomedical Technology 연

구부서와 함께 BCI를 이용한 재활 치료 (Brain-Computer 

Interface for Neurorehabilitation: Looking Beyond Upper 

Limbs)의 주제를 가지고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내용을 통

해 뇌졸중 환자의 하지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뇌-컴퓨터 인터

페이스 구현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생 교육을 위

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뇌공학 관련한 공동 연구, 연구

시설의 공동 활용, 인력교류 등을 추진을 예상하고 있다. 

뇌공학과는 일본 RIKEN Brain 

Science Institute와 공동 교육/연

구 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Riken Advanced Brain Sig-

nal Processing 연구소 (Andrzej 

Cichocki 연구소장)와의 협약을 통해 본 학과의 BK21Plus 뇌

공학사업단에서 연구 중인 복잡한 뇌 정보 처리 메커니즘 연구 

프로젝트에 합류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

를 통해 연구 허브를 구축하며,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독일의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

netics와 Berlin Institute for Technology, 미국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등을 포함하여 세계 최고의 우수한 학교와 

연구소를 포함한 뇌 연구 기관과의 인적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 교류 및 유수 저명 잡지에 논문 투고를 계획하고 있다. 또

한 다양한 뇌 연구 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2014년 가을학기 

동안 총 18번의 학생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해 왔다. 

한편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2008년부터 Brain Korea21 

Plus 프로그램 등 국가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최고의 인력들

과 함께 뇌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뇌공학과 박사과정 조남규 (지

도교수 : 이성환)씨가 ㈜LG디스

플레이의 2014년 하반기 LGenius 

Members (산학장학생) 선발에 최

종 합격했다. 이번 선발에 최종 합

격한 조남규 학생은 LG디스플레이

로부터 매달 학비와 생활비에 해당

하는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LG디스플레

이 입사를 보장받는다.

◎  뇌공학과, 박사학위 취득 최소 요건 개정 ◎  Recent Progress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특별판 출간

◎  프랑스 INRIA 와 공동 교육/연구 협약 체결 

◎  싱가포르 Institute for Infocomm Research와  

공동 교육/연구 협약 체결 

◎  일본 RIKEN Brain Science Institute와 공동 교육/

연구 협약 체결 

◎  박사과정 조남규,  

LG디스플레이 LGenius Members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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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사업단 해외교류 성과

학생

개정 전 개정 후

박사과정(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 학위논문 심사 청구 전까지 1편 
이상의 제1저자 논문을 IF 상위 20% 
이내의 SCI 또는 SCIE 등재 저널에 
게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사학위 심사 청구자는 논문 심사 
청구 전까지 아래 요건들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   IF 상위 10% 이내의 SCI(E) 등재 

저널 논문 1편을 제1저자로 게
재 승인

-   IF 상위 20% 이내의 SCI(E) 등재 
저널 논문 1편을 제1저자로 게재 
승인 받고 특허를 1건 등록

-   IF 상위 20% 이내의 SCI(E) 등재 
저널 논문 1편과 기타 SCI(E) 등
재 저널 논문 1편을 제1저자로 게
재 승인

단, 해당 논문의 제1저자가 공동 제1
저자인 경우, 0.5편으로 인정하며, 특
허 등록자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2
명을 초과할 경우, 해당 특허의 인정 
여부는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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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가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KU Holdings, 대표 김상식)의 자회사 ㈜KUMTech.을 설립한다.

김동주 교수 연구팀은 지난 1년간 KU Holdings의 자문과 인큐

베이팅을 통해 사업화를 위한 예비단계를 착실히 밟아 나갔으며,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회사 설립이 결정되었다고 뇌공학

과 측은 밝혔다.

현재 설립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KUMTech.은 향후 차세

대 의료 S/W인 의료용 생체신호 및 영상 (CT, MRI) 분석 S/W 및 

판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학과 공학이 결합된 뇌공학과만의 기술 기반 회사

개발책임자이자 KUMTech.의 대표이사인 김동주 교수는 임상 

뇌 모니터링, 뇌 모델링 및 신경병태생리학 등 임상학적 뇌신경 분

야의 권위자로 신경 뇌과학 및 신경집중치료학에서 중요하게 다뤄

지고 있는 BCI (Brain-Computer Interface), 다중 뇌신호 획득 및 

처리, 뇌영상 분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김동주 교수와 함께 해당 S/W 연구 및 개발에 참여한 김 교

수의 연구팀 소속 6명의 뇌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연구원이 핵

심인력으로 KUMTech.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KUMTech.이 개발 및 상용화를 준비중인 의료용 생체신호·영상 

(CT, MRI) 분석 S/W는 김동주 교수 연구팀에서 꾸준히 연구·개

발을 해 오던 기술을 접목시킨 제품으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의 연

구 기술이 집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동주 교수는 “KUMTech.은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기술 개발에 

최적화된 뇌공학 전공자로 인력을 구성해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내외 유수 임상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활용한 임상적 자문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 개

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의료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기술

의료산업은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는 미래 유망산업

으로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그 성장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특히 뇌 모니터링 영상 및 생체신호 정보는 다양한 뇌질환들의 

병리학적 규명과 임상진단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가능성이 크다. 이 

◎  김동주 교수, 고려대 기술지주 자회사 설립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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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세계 유수의 의료 연구기관에서는 이미 멀티모달 생체신호

를 활용해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있지

만,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학회에서 해당 기술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KUMTech.의 기술은 이러한 국내 의료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줄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UMTech.이 선보일 생

체신호 분석 기술을 접목한 S/W는 다양한 생체 신호의 통합적인 

분석이 가능토록 한다. 특히 멀티모달 신호분석을 통해 환자의 상

태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어, 특정 기준 시점에 대한 분석으로 

인해 환자의 장·단기적 상태 변화를 파악할 수 없었던 기존 기술

의 한계를 완벽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문인력

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생체 신호 구간분석을 자동화해 사용자에 

대한 의존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체신호 분석 기술과 함께 선보일 의료영상 분석 S/W는 자동화

된 분석 알고리즘과 객관성이 보장된 영상기반 정량적 분석 기술을 

통해 분석자의 역량차이에 의해 판독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던 기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KUMTech.의 한 관계자

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분석 기술을 통해 시각이나 영상으

로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질환들까지 분석이 가능해 기존 진단

의 부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UMTech.은 미래 의료기술을 선도할 두 제품과 더불어 독자적

인 S/W를 통해 노인성 질환 (치매, 정상압수두증, 알츠하이머, 척

추질환 등)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에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뇌 

척추 질한 및 치매 검사 결과 분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고 밝혔다. 

사업가치 상, 단계 밟아 나갈 것

차별화된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단계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 KUMTech.은 해당 기술에 사업성을 더하기 위한 사

전 작업도 철저히 했다.

의료용 생체신호·영상 (CT, MRI) 분석 S/W의 사업화를 위해 

먼저 특허법인 C&C, 기술보증기금, 대주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을 

통해 관련 기술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해당 기

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가치가 매우 높은 기술로 평가를 받았다. 또

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S/W 개발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 2건의 특허를 출원 중에 있으며, 국제 특허로도 출원할 계획

이다. 특히 특허법인 C&C는 KUMTech.의 특허기술의 전체 알고

리즘 및 각 구성요소 모두 특허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해 특

허의 가치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동주 교수는 다수 기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의료용 

S/W 출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인증을 통해 

더욱 신뢰도를 높인 이후에 의료용 S/W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는 것이다. 인증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KUMTech.은 2016년 상반기에 연구용으로 개발한 S/W를 우선적

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김동주 교수는 “본사의 연구는 연구, 혹은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

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상용화함으로써 사회에 실질적인 이득을 가

져다주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며, “현재의 우수한 평가

는 보다 진취적인 연구를 해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여

하는 KUMTech.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KUMTech.의 S/W 및 분석서비스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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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개최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이하 WeRob2014)가 2014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에서 개

최됐다.

WeRob2014는 미래 시장에서 Wearable Robot의 용도가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상, 법규, 산업에서의 응용 등 관련 연구 및 지

식에 대한 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첫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 행사는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사업단과 미국의 Univer-

sity of Houston, 스페인의 국립연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특히 뇌공학사업단장인 이성환 교수가 아시아 지역을 대표해 Steering 

Committee Chair를 맡아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북미, 유럽 및 아시아권에서 300여명이 넘는 관련 분야 연구원들이 참석해 로봇의 임상 응용 적용 사례 등에 대한 토론의 장

이 펼쳐졌으며, 관련 분야의 세계적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히 이뤄져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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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5년 1월 5일 전자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뇌공학이란 뇌의 고수준 정보처리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세계와 지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 시스템에 구현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지로봇, 실버산업, 뇌 질환 

진단 및 예측, 게임, 엔터테인먼트, 뉴로 마케팅, 재활 산업은 

물론 Mind-Reading기술 등의 발전에 기반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관련분야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Min lab (책임교수 민병경)이다.

이 연구실은 2012년에 설립 이후,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연

구실이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뇌파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이

고, 다른 하나는 초음파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다. 

향후에는, 이 두 가지 축을 융합하여, 뇌파-기반으로 뇌로부

터 추출된 신호를, 초음파-기반으로 뇌 속으로 전달하여, 해당 

신경 기능을 제어하게 되면, 뇌로부터 뇌로의 직접 신호 전달 

체계가 구현된다. 이는 ‘뇌-뇌 인터페이스 (Brain-Brain In-

terface: BBI)’ 기술로서 본 연구실의 궁극적인 연구 방향이다.

“본 연구실의 중심 목표인 뇌-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미래 

첨단 사회의 핵심 융합 기술로서, 이를 통해, 작업 효율과 사

회 생산성이 증대되고, 정신 문명이 중심이 될 미래 사회의 패

러다임 전환에서 핵심 기술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민 교

수는 언급하고 있다. 

민 교수는 현재 한국 뇌공학회 국제협력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지 신경과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Neu-

roImage’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제 학술지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 학술지 ‘Medicine’에 편집위원

으로 선임이 되었다.

출처: 2015년 1월 5일자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50105000041)

◎  고려대 뇌공학과 Min Lab, 융합적 뇌공학 연구”

교수

이성환 교수가 Microsoft Research Asia, LG 디스플레이, 

LG전자와 잇따른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해 뇌공학의 실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성환 교수 연구실은 지난해 11월, Microsoft Research 

Asia, LG디스플레이와 각각 ‘딥러닝 기반의 뇌전도 신호 처리 

알고리즘 개발’과 ‘생체신호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개

발’에 대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2월에는 LG전자

와 ‘운전자 상태에 따른 생체신호 상관관계 분석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이

성환 교수 연구실은 각 기업과 뇌공학 관련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되며, 각 기업으로부터 뇌공학 분야 고급 인력 양성

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연

구소는 대학원생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뇌공학과 대학원생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환 교수는 “국내외 유명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은 학과 차

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며, “각 기업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학술지에 논문 게재 및 국내외 특

허 등록의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성환 교수, 국내외 기업과 산학협력 체결

산학협력

협약
기업

㈜LG디스플레이 Microsoft Research 
Asia

㈜LG전자

일시 2014년 11월 2014년 11월 2014년 12월

협약
내용

생체신호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딥러닝 기반의 
뇌전도 신호 처리 
알고리즘 개발

운전자 상태에 
따른 생체신호 
상관관계  
분석기술 개발

LOGO [2D] LOGO [3D]

4mm 이상 ~ 15mm 미만 (음화형 규정)

학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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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News

학술행사 및 세미나

학술행사 및 세미나

◎ 제7회 한국 뇌 캠프

제7회 한국 뇌 캠프가 2015년 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뇌 캠프는 뇌과학 분야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 고양과 해당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을 목적으로 (사)한국인지과학회와 한국뇌연구원

이 주최하고, 한국뇌올림피아드위원회와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이 주관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전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생으

로 뇌과학 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면 가능하다.

이번 대회는 신경생리학, 신경해부학, 뇌공학, 뇌질환의 4분야의 기초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 후 각 분야에 대한 경시를 치뤘다. 동상 이상

의 입상자 10명은 오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호주 케언스에서 개최될 2015년도 국제 뇌올림피아드 경시대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를 선발

하는 여름학교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며, 여름학교는 오는 7월 개최될 예정이다.

◎ 3r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개최

지난 2015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3r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

puter Interface가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선진 연구기관들이 있는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초청한 7명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 최고

의 연구자들과 뇌 관련 국내외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연구내용을 교류하고 토론하는 시

간을 가졌다. 

본 행사는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 IEEE Systems, Man, and Cybernetics Society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뇌공학

회, 한국인공지능소사이어티에서 후원하였다.



022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 2014년 2학기 뇌공학 콜로퀴엄

날짜 연사 소속 제목

09월 01일 임종진 대표이사 Neurosky Brain Future Interface

09월 15일 윤세명 사무관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An Introduction of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09월 22일 K.-R. Mueller 교수 Berlin Institute of Technology Analysing Causes in EEG Data

09월 29일 이종호 교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Advanced Neuroimaging

10월 06일 김래현 박사 KIST 바이오닉스연구단 Motor Rehabilitation based on Brain-Machine Interface 

10월 13일 석흥일 박사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Neuroimaging-based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with Deep Learning

10월 20일 이준영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Memory Training in Aging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Patients 

10월 27일 최승문 교수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Authoring of Haptic Content

11월 03일 H. H. Buelthoff 교수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Multi-sensory Perception of Ego-motion

11월 10일 서광석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마취과학교실
EEG-Based Monitoring of the Depth of Anesthesia

11월 17일 고상배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Deciphering Brain Physiology in NeuroICU

11월 24일 손정우 박사
대구경북첨단의료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Neurophysiological Recording and 

Neuromodulation Therapy

◎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날짜 연사 소속 주제

11월 20일 J. L. Pons 교수 
Spanish Research Council, 

Spain

Hybrid Exoskeletal Robotics and Neuroprosthetics for 

Motor Restoration

BCE        
News

학술행사 및 세미나

학술행사 및 세미나

◎ WeRob2015, 고려대학교에서 개최 예정

고려대학교가 웨어러블 로봇 분야의 국제 학술대회인 제

2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이하 

WeRob2015)를 개최한다.

지난 1회 대회 (2014년 9월 개최)에서는 웨어러블 로봇을 

주제로 유럽, 아시아, 미국 등지의 관련 연구원들이 참여해 입

는 로봇의 임상 응용 적용 사례 등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펼쳐

졌다. 또한 g.tec, Rex Bionics Ltd, Brain Products, ReWalk 

Robotics 등 기업체의 참여도 활발하여 향후 관련 기술 개발 관

련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됐다.

1회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어나갈 WeRob2015는 10월 29일

부터 31일까지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하나스퀘어에서 개최

된다. 고려대학교는 이번 제2회 행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세계 

웨어러블 로봇 연구 조망과 시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는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사업단과 미국의 University of 

Houston, 스페인 국립 과학 기술 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

고 있으며, 사업단장인 이성환 뇌공학과 주임교수가 본 대회의 

General Co-Chair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CE,  

독일 Tuebingen에서 개최 예정 

제7회 국제 뇌공학 심포지엄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

neering)이 2015년 6월 27일부

터 29일 3일간 독일 Tuebingen

의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에서 개

최될 예정이다. 

국제 뇌공학 심포지엄은 국내 

뇌공학 분야의 발전에 앞장서기 위한 뇌공학사업단의 노력

으로 2009년 첫 발을 내딛었으며, 지난해에는 최초로 독일에

서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심포지엄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

기가 되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뇌공학의 핵심 연구 

분야인 Neuroscience, Cognitive Science, Brain Comput-

er/Machine Interface, Neuro- Robotics, Brain Imaging, 

Neuromorphic Engineering 등에 관한 심포지엄이 계획되어 

있으며, 국내외 저명 석학 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 

발표를 통해 활발한 토론할 예정으로 보다 폭넓은 연구 성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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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상위 10%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H. H. Buelthoff

Evidence for Hand-Size Constancy: 
The Dominant Hand as a Natural Perceptual Metric

Psychological Science
Multidisciplinary Psychology 
분야 저널 129개 중 IF 10위

A Framework for Biodynamic Feedthrough Analysis-Part Ⅰ: 
Theoretical Foundations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
Automation & Control Systems 

분야 저널 59개 중 IF 4위A Framework for Biodynamic Feedthrough Analysis Part Ⅱ: 
Validation and Application

Abstract Representations of Associated Emotions in the Human Brain Journal of Neuroscience
Neuroscience 분야 저널 

252개 중 IF 24위

H. H. Buelthoff,  
C. Wallr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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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Experimental Psychology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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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mizing the Regularization for Image Reconstruction of  
Cerebral Diffuse Optical Tomography

Journal of Biomedical Optics Optics 분야 저널 83개 중 IF 17위

Finding Brain Oscillations with Power Dependencies in NeuroImaging Data

NeuroImag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2개 중 IF 5위

Stereoscopic Depth Increases Intersubject Correlations of  Brai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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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Shen

Longitudinal Development of Cortical Thickness, Folding,  
and Fiber Density Networks in the First 2 Years of Life

Human Brain Mapping
Neurosciences 분야 저널 

252개 중 IF 22위

Manifold Regularized Multitask Feature Learning for  
Multimodality Disease Classification

Multi-Atlas Based Representations for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Neonatal Atlas Construction using Sparse Representation

Hierarchical Lung Field Segmentation with  
Joint Shape and Appearance Sparse Learning

IEEE Transactions on  
Medical Imaging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 분야 저널 
248개 중 IF 16위

Learning to Rank Atlases for Multiple-Atlas Segmentation

Uncertainty Estimation in Diffusion MRI using the NonLocal Bootstrap

Predict Brain MR Image Registration via  
Sparse Learning of Appearance and Transformation

Medical Image Analysis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 저널 
121개 중 IF 10위Simultaneous and Consistent Labeling of  

Longitudinal Dynamic Developing Cortical Surfaces in Infants

Hierarchical Multi-Atlas Label Fusion with  
Multi-Scale Feature Representation and Label-Specific Patch Partition

NeuroImag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2개 중 IF 5위

Improved Image Registration by  
Sparse Patch-based Deformation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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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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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학기 (2014.09~2015.02)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C. Wallraven
Touching on Face Space: Comparing Visual and  

Haptic Processing of Face Shapes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Mathematical Psychology 분야 저널 
13개 중 IF 1위

정지채,
한재호

Accurate Wavelength Calibration Method for Spectrometer  
using Low Coherence Interferometry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분야 저널 

78개 중 IF 7위

김동주
Quantitative Analysis of Computed Tomography Images and  

Early Detection of Cerebral Edema for  
Pediatric Traumatic Brain Injury Patients: Retrospective Study

BMC Medicine
Medicine, General & Internal 
분야 저널 156개 중  IF 9위

김상희
Individual Differences in Sensitivity to Reward and Punishment and  

Neural Activity during Reward and Avoidance Learning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Psychology 분야 저널 74개 중 IF 6위

이성환

Nonnegative Tensor Cofactorization and Its Unified Solution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472개 중 IF 32위

Decoding Three-Dimensional Trajectory of  
Executed and Imagined Arm Movements from Electroencephalogram Signals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habilitation 분야 저널 
63개 중 IF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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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tern Recognition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465개 중 IF 상위 38위

이성환, 
D. Shen

Improved Image Registration by  
Sparse Patch-based Deformation Estimation

NeuroImag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2개 중 IF 5위

이종환
Recursive Approach of EEG Segment bas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ubstantially Reduces Helium-Pump Artifacts of  
EEG Data Simultaneously Acquired with fMRI

NeuroImag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2개 중 IF 5위

정지채
Improvement of the Chromatic Dispersion Tolerance  

in Coherent Optical OFDM Systems using Shifted DFT Windows for  
Ultra-long-haul Optical Transmission Systems

Optics Express Optics 분야 저널 83개 중 IF 6위

한재호
Experimental Study of a Hybrid Small-Signal Parameter Modeling and  

Extraction Method for a Micro-Optoelectronic Device
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
Manufacturing Engineering 분야 저널 

39개 중 IF 1위

(1) 교수 논문게재 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BCE 
Outcome 연구성과

연구성과

IF 상위 20%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H. H. Buelthoff

When in Doubt Follow Your Nose:  
A Wayfinding Strategy

Frontiers in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Psychology 
분야 저널 129개 중 IF 20위

Decentralized Rigidity Maintenance Control  
with Range Measurements for Multi-robot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Robotics Research

Robotics 분야 저널 21개 중 IF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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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5개 중 IF 8위The MPI Emotional Body Expressions Database for  

Narrativ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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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_초청강연 국제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이성환

140914 
- 

140918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Spanish National  
Research Council, 

University of Houston, 
Korea University

ESP
Neuro-Rehabilitation Engineering Research  

with Brain-Machine Interface at Korea University

141218 
- 

141220

14th Japan-China-Korea Joint Workshop on  
Neurobiology and Neuroinformatics

Japanese Neural 
Network  
Society

JPN

Analysis of Biomedical Images based o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using a Novel Machine Learning Method 
Brain-Computer Interface for Smart Vehicle:  

Detection of Braking Intention during Simulated Driving

교수_기타 학술 활동 국제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구분

김동주
150112 

- 
150114

3rd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Publication Chair

세션좌장

민병경

141005 
- 

141008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USA 세션좌장

150112 
- 

150114

3rd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Registration  Chair

이성환
150112 

- 
150114

3rd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General Co-Chair

한재호

150112 
- 

150114

3rd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Local Arrangement Chair

150209 
- 

150212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nd Smart Computing

한국정보과학회 KOR 세션좌장

IF 상위 20%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K.-R. Mueller

Channel Selection for Simultaneous and  
Proportional Myoelectric Prosthesis Control of  

Multiple Degrees-of-Freedom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분야 저널 
76개 중 IF 10위

Motor Imagery for Severely Motor-Impaired Patients:  
Evidence for Brain-Computer Interface as Superior Control Solution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5개 중 IF 8위An Efficient ERP-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using Random Set Presentation and Face Familiarity

D. Shen
Disrupted Brain Functional Network in Internet Addiction Disorder:  
A Resting-State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tudy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5개 중 IF 8위

C. Wallraven
Decreased Peripheral and Central Responses to  

Acupuncture Stimulation Following Modification of Body Ownership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5개 중 IF 8위

곽지현
M-type Potassium Conductance Controls  
the Emergence of Neural Phase Codes:  

A Combined Experimental and Neuron Modelling Study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Interfac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5개 중 IF 7위

김동주

Cerebral Vasospasm Affects Arterial Critical Closing Pressure
Journal of Cerebral Blood Flow  

and Metabolism
Hematology 분야 저널 

68개 중 IF 10위

Finite Element Analysis on Periventricular Lucency in Hydrocephalus:  
Extravasation or Transependymal CSF Absorption?

Journal of Neurosurgery Surgery 분야 저널 204개 중 IF 21위
Poro-hyperelastic Anatomical Models for  

Hydrocephalus and Idiopathic Intracranial Hypertension

민병경

Blue Light Aids in Coping with the Post-lunch Dip: An EEG Study Ergonomics
Industrial Engineering 분야 저널  

43개 중 IF 13위

Neurophysiologic Correlates of Sonication Treatment in  
Patients with Essential Trem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Acoustics 분야 저널 30개 중 IF 6위

이성환

Detection of Braking Intention in Diverse Situations During Simulated Driving 
based on EEG Featrue Combination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
Engineering, Biomedical 분야 저널 

76개 중 IF 상위 10위

An Efficient ERP-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using Random Set Presentation and Face Familiarity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5개 중 IF 8위

교수_포스터발표 국제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한재호
150209 

- 
150212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nd Smart Computing

한국정보과학회 KOR
Biomedical Image and Signal Analysis  

based on Machine Learning

교수_ 구두발표 국제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김동주

140906 
- 

140908
Hydrocephalus 2014

International Society for  
Hydrocephalus and 

Cerebrospinal  
Fluid Disorders

UK
Finite Element Analysis on Periventricular Lucency in 

Hydrocephalus: Extravasation or Transependymal CSF 
Absorption?

150112 
- 

150114

3rd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Neuromonitoring in Acquired Brain Injury

2014년 2학기 (2014.09~2015.02)

BCE 
Outcome 연구성과

연구성과

교수_ 기조연설 국내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이성환
141218 

- 
141220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인간수준의 평생 기계학습 SW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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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_포스터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김동주

김학승
140906 

- 
140908

Hydrocephalus 2014

International Society for  
Hydrocephalus and 

Cerebrospinal  
Fluid Disorders

UK

Finite Element Analysis for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the Effects of the Integration of Sulci

김학승
Resistance to CSF Outflow in  

Predicting Postoperative Improvements of 
Shunted NPH Patients

김영탁, 
김학승,  
박대현,  
양효극, 
이학진

150112 
- 

150114

3rd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Automated Artefact Elimination in Computed Tomography:  
A Preliminary Report for Traumatic Brain Injury and Stroke

Morphological Landmark Detection in  
Arterial Blood Pressure and Intracranial Pressure:  

Preliminary Procedures for 
Intracranial Pressure Waveform Analysis

Noninvasive Assessment of Intracranial Pressure  
using Functional Matrix Estimation Method

The Age-Related Difference in  
Computed Tomography Density Distribution:  

A Preliminary Report

Semi-Automatic Designation and  
Segmentation of Vertebra and Spinal Cord  
in Spinal MR Imaging: A Preliminary Report

Automated Phase Segmentation in  
Cerebrospinal Fluid Infusion Test

민병경

오세진
141115 

- 
141119

44th Annual Meeting of Society for 
Neuroscience

Society for Neurosci-
ence

USA
RGB Ratio of Background Light Influences  

the Arousal Factor of Emotion

김인수
150112 

- 
150114

3rd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A Feedback Training System  
using Cognitive Brain-Computer Interface

(2) 대학원생 학술활동 실적

2014년 2학기 (2014.09~2015.02)

BCE 
Outcome 연구성과

연구성과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이성환

곽노상
140914 

- 
140918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Spanish National  
Research Council, 

University of Houston, 
Korea University

ESP

Wearable Lower Limb Exoskeleton Control 
based on SSVEP

김근태
Classification of Left and Right Leg Movement Intentions  

using EEG Signals from Subjects 
using a Lower Body Exoskeleton

김정우
141005 

- 
141008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USA
Decision of Braking Intensity during Simulated Driving  

based on Analysis of Neural Correlates

김범주

150112 
- 

150114

3rd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Intention Analysis based on Brain Signal for  
Participation Induction during Rehabilitation

박희진
Towards a Smart TV Control System  

based on Steady-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우정석
Classifying Directions  

in Continuous Arm Movement from EEG Signals

이종환

김동율

150112 
- 

150114

3rd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Hub of Functional Network Changes  
from Real-Time fMRI Neurofeedback on Heavy Smokers

오민경
Effects of Spatial Smoothing and 
Physiological Noise Removal on  

Brain Activity with Cigarette Craving

정은경
Multivariate Approach Toward Classification of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An fMRI Study

김동율, 
김현철

150212 
- 

150213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al-Time Functional Imaging and 

Neurofeedback
University of Florida USA

Can the Default-Mode Networks Estimate
 Brain Regions Associated with a Real-Time fMRI 

Neurofeedback: A Feasibility Study

한재호

Shi 
Chang, 
유승범, 
지승배

150128 
- 

150131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SGP

Nondestructive Hybrid Sensing Method 
based on Optoacoustic Waves  

for Internal Feature Extraction and Interface Analysis

150204 
- 

15020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en and Human Information 

Technology 2015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 

nformation Engineers
VTN

Modulation of Motor Cortex Neurons  
Through Optostimulation Monitored by Electromyography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이성환

원동옥
141005 

- 
141008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USA
A BCI Speller based on SSVEP Using High Frequency 

Stimuli Design

김정우
150112 

- 
150114

3rd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Combined Regression and Classification Approach for  
Prediction of Drivers Braking Intention

이종환 김현철
150112 

- 
150114

3rd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Desynchronization of the Mu Oscillatory Activity  
during Motor Imagery: A Preliminary EEG-fMRI Study

한재호

Shi 
Chang, 
유승범, 
지승배

141005 
- 

141008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USA
Non-Invasive Optical Methods for  

Brain-Machine Interfacing and Imaging

150112 
- 

150114

3rd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KOR

Recent Progress of Non-invasive Optical Modality to  
Brain Computer Interface: A Review Study

대학원생_ 구두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이성환

박세호 141218 
- 

141220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EEG-NIRS based Brain Signal Analysis for  
the Quantification of User Intention

박희진
Analyzing Steady-State Visual Evoked Potentials  

According to the Viewing Distance for Smart TV Contro

정지채

동성희

141126 Photonics Conference 2014 한국광학회

목표 물체를 인식하는 과제에서 fNIRs를 이용한  
Fast Optical Signal 탐지

박주영
Chromatic Dispersion Tolerance를 향상시킨  

다중 Time-Shifted DFT-Windows 
광 코히어런트 OFDM 시스템

엄재홍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을 이용한 고속연산 방식을 적용하여  
실시간 단층 촬영 시 샘플의 고체와 유체의 분간이 가능한 

Speckle Variance OCT



030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대학원생_ 포스터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이성환 김범주 
141218 

- 
141220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Human Interaction Recognition using Actionlet Gradients 

한재호

유승범, 
지승배, 

Shi 
Chang

141218 
- 

141220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Analysis of Biomedical Images  
based o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using a Novel Machine Learning Method

유승범, 
지승배, 

Shi 
Chang 150128

한국광학회 제26회 정기총회 및  
2015년도 동계학술발표회

한국광학회

광음향 영상 시스템의 개발 및 신호 검증

지승배
통계적 기법이 적용된 광간섭단층촬영에 기반한  

시신경 망막 구조 영상의 계층 분할 연구

대학원생_ 구두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정지채 황태웅 150122 한국통신학회 동계종합학술발표회 한국통신학회
NIRS에서 압력 센서와 Spline Interpolation을 이용한  

Motion Artifact 제거 방법 연구

(3) 특허 등록 (출원) 

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출원) 번호

김동주
 컴퓨터 단층촬영 이미지의 아티팩트 제거 방법 10-2014-0105804

컴퓨터 단층촬영 이미지의 밀도 분석 방법 10-2014-0114541

민병경
신경 기능 제어를 위한 초음파 에너지 출력 시스템 및 방법 10-1469878

뇌-뇌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1470588

이성환

정상 상태 체감각 유발 전위 발생 장치 및 그 운용 방법 10-2014-0180473

뇌파 기반의 착용형 로봇의 제어 장치 및 방법 10-2014-0190972

한재호
탐촉자 고정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광음향 영상 시스템 10-2014-0163379

광음향 기반 융합 영상촬영장치 10-2014-0175652

2014년 2학기 (2014.09~2015.02)

BCE 
Outcome 연구성과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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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연구소 중 하나인 Stanford Research Institute 에 

위치한 General Electric (GE) 의 미국 서부 Headquarter 에서 In-

ternship 을 한 달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본 연구소는 

MRI 연구의 실제 임상 적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소로서 세

계 유수의 저널에서 출판된 논문에서 수행되고 있는 선행 연구에 대

해 최적화를 통하여 현실적인 적용 방법을 연구하는 기관이었다. 본 

인턴 기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모습 중 하나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

에 갇혀 학문의 이론적인 면에만 깊이 편향되어 놓칠 수 있었던 시각

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가 학교에서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많은 분

야를 실질적인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연구에 대

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

행함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연구원들간에 활발한 논의 

문화와 생각의 차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연구원들과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처럼 이번 여름 기간의 인턴은 연구자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연

구 방식과 더불어 연구의 성과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신적인 면까

지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기관 중 하나인 Max Planck Institute 

(MPI) for Biological Cybernetics의 Department of Human Per-

ception, Cognition and Action에서 H. H. Buelthoff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나는 해당 연구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시뮬레이션 장비인 Cyber Motion Simulator (CMS)를 기반으로 한 

실험을 진행함과 동시에 뇌 신호를 측정하여, 인간의 인지 기능과 관

련하여 발현되는 뇌 신호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피험자는 CMS에 

탑승하여 도로 위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한 듯한 영상을 보게 

되고, CMS의 움직임을 통해 관성, 흔들림, 기울어짐 등 실제와 유사

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실험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뇌 신호를 측정

하여 피험자가 시각자극과 공간감각 사이의 괴리감을 느낄 때 발생

되는 뇌 신호의 특징적인 신호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유명 연구기관에서 훌륭한 연구원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공

동연구는, CMS를 이용한 실험 패러다임과 건식 전극을 이용한 뇌 

신호 측정과 분석 모두 처음 접해보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연구를 진

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하

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

으로 하여 훌륭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BK21Plus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름 : 박수형 (바이오 영상 공학 연구실)

장소 :  General Electric (GE) Applied Science Laboratory,  

Stanford Research Institute (SRI), Menlo Park, USA

기간 : 2014년 08월 17일 - 2014년 09월 13일

이름 : 김정우 (패턴인식 연구실) 

장소 :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Tubingen, Germany

기간 : 2015년 01월 02일 - 2015년 02월 25일

이름 : 이혜미 (인지 시스템 연구실) 

장소 : University of Bordeaux, France

기간 : 2014년 11월 28일 - 2015년 02월 27일

보르도 의과 대학교는 보르도에서 가장 큰 병원에 위치하고 있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뇌 해부학, 영상 공학이 매우 발달해 있다. 현

재 Groupe dImagerie Neurofonctionnelle (GIN) 디렉터로 계시는 

B. Mazoyer 의사/교수님은 저명하신 뇌영상공학/뇌 해부학자로 그

를 중심으로 하여 20여 명의 연구원들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BK21plus을 통해 GIN 연구 그룹의 Laurent Petit 박사와 공동 연

구를 통해 인간의 물체 인식 행동과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텐

서 확산 이미지 (diffusion tensor imaging)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상관관계를 구명하였다. GIN 그룹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텐서 확

산 이미지 방법론을 토대로 고려대학교 뇌영상 센터에서 촬영한 뇌 

데이터에 맞게 프로토콜을 수정, 보완, 적용시켰으며 행동 실험 결과

를 토대로 상관 분석을 하였다.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모든 분석을 

마쳤기에 현재 저널을 쓰기 위해 작업 중이다.

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연구 방법론의 습득 뿐만 아니라 연구의 자

세에 대한 사유 또한 많이 하게 되었다. 이곳에 와서 가장 처음 받은 

질문은 이번 공동 연구가 본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는 것이었다. 한 단계 한 단계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할 때마다 본인

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묻는다. 확실히 배운 점은 연구에 있어 능동적

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존의 방법론을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는 점이다. 학생이 주도자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연

구의 진전 없이 시간만 흐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BCE 
Essay

참여코너

국외훈련 후기

이번 BK21+장기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국 잉글랜드 랭커셔주 

맨체스터에 위치한 맨체스터 대학교 (The University of Manches-

ter)의 Neuroscience and Aphasia Research Unit에서 진행하는 연

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Neuroscience and Aphasia Research Unit (NARU)의 Matthew 

Lambon Ralph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확산텐서영상기법을 이용한 

probablistic tractography 분석을 통하여 dorsolateral prefron-

tal cortex의 구조적 및 기능적 연결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probablistic tractography 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 뿐 만 아니라,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의 세분화

된 영역과 연결된 신경트랙의 서로 다른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본인이 소속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정서인지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정서 조절 및 자기통제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dorsol lateral prefrontal cortex의 세분화된 구조적 및 기능적 연결

성을 검증함으로써, 복합적인 뇌신경학적 기반 지식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BK21Plus장기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우수한 연구진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어 매

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더욱 열심

히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름 : 안현민 (정서인지 연구실)  

장소 : University of Manchester, UK

기간 : 2015년 01월 30일 - 2015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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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훈련 후기 학술대회 참석 후기

최근 장애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관련 연구

팀들이 상지 및 하지 재활 로봇을 이용하여 생체신호 분석 기반의 다

양한 재활 프로그램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분

석하여 움직임에 관련된 의도를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재활 로봇을 

제어하여 재활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생

체신호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의도 인식이 가능한 분석 알고

리즘들이 개발되고 사용자의 상지 및 하지를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

여줄 수 있는 착용형 로봇 (Werable Robot) 또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에

서 관련 연구들이 주로 발표되었고, 저는 보행 시 사용자의 오른다리 

왼다리 움직임 의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관련 

연구들이 소개되었지만 특히 높은 자유도를 통하여 사용자의 하지를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는 하지 외골격 로봇을 위한 연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평생을 눕거나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

하던 실제 척추손상환자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모습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학회 참석을 통하여 지금 현재 

생체 신호를 이용한 재활 로봇 분야가 어디까지 개발이 되어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 10월 5일부터 미국의 San Diego에서 개최된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회는 Systems Science and Engi-

neering, Human-Machine Systems, and Cybernetics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학회로 해당 분야의 관련된 최고수준의 논문발

표와 세미나가 학회기간 내내 끊임없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 뇌공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Brain Machine Interface의 

발표와 세미나에 주된 관심을 두고 참가했었습니다. Brain Machine 

Interface는 해당 학회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여

서, 인터넷으로만 보아왔던 저명한 해외석학들의 자유롭고 깊이가 

있는 토론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6일 오후에 Non-Ivasive Optical Methods for Brain-

Machine Interfacing and Imaging 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국적

의 해외석학들 앞에서 구두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후 국제

적으로 저명한 미국 국방 첨단과학기술 연구소의 Jack W. Judy 박

사께서 해당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면서 2가지 핵심질문을 하

셨고, 성공적으로 해당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발표

를 마친 후에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연구에 대한 지식

을 보다 넓힐 수 있었습니다. 비록 5일부터 8일까지의 해외학회 참

석이었지만, 해외학회에서 들었던 많은 지식과 많은 해외 석학 앞에

서 행하였던 구두발표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체험하기 힘든 값진 경

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 : 지승배 (광생체전자공학 연구실) 

대회명 :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대회일시 : 2014년 10월 05일 - 2014년 10월 08일

이름 : 김근태 (패턴인식 연구실) 

대회명 :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대회일시 : 2014년 09월 14일 - 2014년 09월 19일

이름 : 정환준 (정서인지 연구실)

장소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A

기간 : 2015년 02월 01일 - 2015년 02월 26일

박사과정 3년차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이하 

USC)의 Brain and Creativity Institute (이하 BCI)에서 A. Dama-

sio 교수, A. Habibi 박사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A. Dama-

sio 교수는 1994년에 발간된 그의 저서 Descartess Error  18,000

건 남짓 인용횟수를 기록할 정도로 Brain and decision making 분

야를 개척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속해 있는 Brain and Mu-

sic Program은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요요마와 피아니스트이자 마에

스트로인 다니엘 바랜보임이 advisor로 있으며 연구를 위해 연주홀

을 지어줄 정도로 뇌와 음악 연구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여기서 나는 A. Habibi 박사와 musical training이 social cognition

에 주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해외 연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연구에 있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금전적인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BCI연구소는 이러한 면에서 연구를 위한 환경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

겠다. 최고의 연구진의 최고의 시설에서 좋은 연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건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수는 개인적으로도 영광스

러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석학이신 Antonio Damasio 

교수님과 직접 연락하여 초청받아 연구실에서 함께 연구한다는 것만

으로도 앞으로 연구자로써의 길에 많은 힘이 될 것 같다. 끝으로 이

러한 좋은 기회를 준 뇌공학과와 BK21Plus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

고 싶다.

이름 : 김현철 (뇌신호 처리 연구실)

장소 : University of New Mexico, USA

기간 : 2015년 01월 02일 - 2015년 02월 25일

해외 연수 기간 동안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Medical 

Image Analysis Laboratory (이하 MIALAB)에서 Vince Calhoun 

교수님과의 동시 뇌파/기능자기공명영상 (simultaneous electro-

encephalography/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연구 

관련 공동 연구를 추진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 그룹은 정신 의학적 

질병 연구 관련 기능자기공명영상 (fMRI), 뇌파 (EEG), 동시 측정된 

뇌파/기능자기공명영상, 확산텐서영상 (diffusion tensor imaging), 

구조 영상 그리고 유전자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 하고 있

다. 또한 이 그룹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방법 및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그룹이다.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손 운동 상상과

제를 수행 동안 동시 측정된 뇌파/기능자기공명영상 데이터를 기반

으로 독립분석방법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를 수행하여 

뇌파와 기능자기공명영상 신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해외연수기간 동안에는Vince Calhoun교수님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연구를 최근에 진행한 David박사, 독립분성방법 소프트웨

어 (예, EEGIFT & GIFT) 개발자인 Srinivas와의 연구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MIALAB에서 진행한 동시 뇌파/기능자기공명영상 연

구 관련 회의를 통해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 하고 있으

며, 이 곳에서의 경험을 한국 연구실 구성원과 공유하고자 한다. 또

한, 해외 연수의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준 뇌공학과 및 BK21Plus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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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학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콜로퀴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 205호 

- 주최 :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 

- 후원 : 고려대학교 뇌인지과학융합전공,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무료 강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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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설명회 : 2015년 03월 26일 (목) 

- 지원서 입력 : 2015년 04월 06일 (월) - 10일 (금) 

- 서류 접수 : 2015년 04월 06일 (월) - 15일 (수) 

- 구술 시험 : 2015년 05월 09일 (토) 

- 합격자 발표 : 2015년 06월 05일 (금)

◆ 2016년 한국 뇌 캠프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회, 한국뇌연구원

- 주관 :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한국뇌올림피아드위원회

- 후원 :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KAIST 뇌과학연구센터,  

POSTECH 뇌연구센터

- 일시 : 2016년 02월 11일 (목) - 12일 (금)

- 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 참가대상 :  소속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고등학교 1학년

- 접수기간 : 2015년 12월 1일 (월) 부터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 https://www.kbso.org/

◆ 2nd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 일시 : 2015년 10월 29일 (목) - 31일 (토)

-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하나스퀘어 강당 

- 주최 : Spanish Research Council, University of Houston, 고려대학교

- 후원 :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  

한국뇌공학회, 한국인공지능소사이어티 

- 홈페이지 : http://www.werob2015.org/

◆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 일시 : 2015년 06월 25일 (목) -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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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최 :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사업단,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 주관 :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 후원 :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 홈페이지 : http://www.korea.ac.kr/bce2015

◆ 4th IEEE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 일시 : 2016년 02월 22일 (월) - 24일 (수)

- 장소 : 하이원 리조트 

- 주최 :  TC on Brain-Machine Interface Systems,  

IEEE Systems, Man and Cybernetics Society 

- 후원 :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  

한국뇌공학회, 한국인공지능소사이어티 

- 홈페이지 : http://bci.korea.ac.kr 

◆2015년 한국 뇌 캠프 여름학교

- 일시 : 2015년 07월 13일 (월) - 17일 (금)

- 장소 : 고려대학교 우정정보통신관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회, 한국뇌연구원 

- 주관 : 한국뇌올림피아드위원회,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사업단

- 후원 :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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