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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춥고 얼어붙은 땅에서 이제는 온기를 점차 느끼게 해 주는 2016년 봄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2월, 본 사업단에서는 BK21+ 사업의 평가 및 재선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단 

모든 소속 원들이 끈기 있게 열심히 노력하여 다시 한번 글로벌인재양성형사업에서 본 

사업단이 재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4년간 창의성에 기반한 글로벌인재양성 및 신성장동력인 뇌공학 기술 창조를 지원

하며, 지속적인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인적, 물적 학술교류 협력 및 엘리트급의 석·박사

급 뇌공학 관련 연구 전문가 배출에 매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활기 넘치고 희망찬 2016년 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이성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주임교수

BK2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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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21+ 글로벌인재양성형 사업 선정
12월   2014년 1학기 뇌공학과 석·박사통합/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2015년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1명 임용
09월   인공지능 심포지엄 개최
12월 ‘뇌인지공학 최신연구동향 출간 (Springer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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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1월   제10회 패턴인식 및 기계학습 겨울학교 개최
02월   BK21+ 사업 단계 평가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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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IN 
Engineering

학과 및 뇌공학 소개

학과 및 뇌공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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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Wallraven  부교수

Psychophysics, Cognitive Systems

김동주  조교수

Mathematical Brain Modelling, Functional Cerebral Monitoring

이종환  부교수

뇌신호처리, 기능자기공명영상, 기계 학습 

Klaus-Robert Mueller 교수   

Brain-Computer Interface, Machine Learning

곽지현  부교수

뉴로모픽 신경계 모델링, 계산신경과학, 전기신경생리학 

한재호  부교수

Biophotonic Sensors, Endoscopic Imaging, Surgical Robot

이성환  정교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딥 러닝, 패턴 인식

민병경  조교수

Ultrasound-Neuromodulation, EEG-based BCI, Brain-Brain Interface

김상희  부교수

인지신경과학, 감성측정, 감성조절 뇌훈련

Heinrich H. Buelthoff  교수   

Biological Cybernetics, Psychophysics

석흥일  조교수

기계학습, 뇌영상 기반 뇌질환 진단, 비침습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Dinggang Shen 교수

Neuro-Imaging Analysis, Biomedical Imaging

정지채  정교수

기능성 근적외선 뇌활성 계측, 빛 간섭 단층 촬영

BCE Professors BCE Laboratory
전임교원 뇌공학과 연구실 소개

정교수

조교수

해외
석학

부교수

Pattern 
Recognition Lab. 지도교수 이성환

본 연구실은 총 3개의 연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컴퓨터 비전 그룹은 카

메라 기반 다양한 상황 및 객체 인식을 목표로 수화, 대화형 표정, 객체, 원거리 얼

굴, 휴먼 행동 인식 등과 휴먼 상호작용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뇌-기계 인터

페이스 그룹은 뇌 신호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

발을 목표로 뉴로 드라이빙, NIRS 기반 BCI,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펠러 등을 연

구 중이다. 마지막으로, 신경재활공학 그룹에서는 웨어러블 로봇인 하지 보행 로봇, 

EMG 기반 상지 보철, FES 기반 하지 제어 시스템 등의 연구와 뇌 신호 기반의 새

로운 신경 재활 인터페이스 개발을 목표로 휠체어, 로봇 팔, 하지 외골격 로봇 등의 

제어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각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

존 연구인 광통신, 고주파 회로와 함께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체조직 정보를 비침

습적으로 영상화하는 Optical Coherence Tomograph (OCT)와 근적외선을 이용해 

두뇌의 혈류 변화량 정보를 얻어 두뇌 활성도를 측정하는 Near Infrared Spectros-

copy (NIRS) 등의 뇌공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제학회인 2014 ICEIC에 참

여해 소속 학생이 한국인 중 유일하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해당 카테고리 상

위 3% 이내 SCI 저널인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연구 외적으로는 연 1회 산행, 신년에는 연구실 졸업생들

과 함께 하는 행사를 가지며, 지도교수와 정기적인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Optical Bio-Signal 
Processing Lab. 지도교수 정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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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학과 연구실 소개BCE Laboratory
뇌공학과 연구실 소개 Laboratory

Cognitive 
Systems Lab.

Neural 
Computation Lab.

Affective Cognition 
Lab.

Clinical Neuro 
Modeling Lab.

지도교수
Christian Wallraven 지도교수 곽지현

지도교수 김상희 지도교수 김동주

본 연구실은 지각적·인지적인 실험들과 결부된 기계학습 및 컴퓨터 그래픽스

의 최첨단 방식을 이용하여 인간의 우수한 인지 시스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얻은 지식을 로봇공학, 컴퓨터 비전, 컴퓨터 애니

메이션, 의료기기 등과 같은 인공 지능적 인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하여 정진하

고 있다. 연구실의 철학에 걸맞게 현재 컴퓨터 과학, 심리학, 동양의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활발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맺어 얼굴 및 얼굴 표정 인식, 다감각적 지

각, 미학의 인지계산적 관점 등의 연구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학업을 익히고 있

다. 특히 세계적 연구기관인 독일의 Max Plan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그리고 영국 웨일즈의 Cardiff University와의 돈독한 우정을 바탕으로 주기적인 교

류를 통한 지식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뇌신경 정보처리 이론을 토대로 신경망에서의 기억저장 기전을 밝

히는 것을 주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신경세포가 신경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정

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궁극적으로는 뇌 신경 신호에 숨겨져 

있는 신경계 언어인 ‘Neural Code’를 이해하고자 한다. 현재 전기생리학적 실험 기

법을 사용해 실제 뇌에서의 뇌신경 정보처리 원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신경계를 모

사하는 뉴로모픽 신경계 모델을 구축하여 신경계에서의 뇌 정보처리 원리를 연구하

고 있다. 특히 뇌정보처리에서의 신경계 구조의 역할 연구, 신경계 질환에서의 정보

처리 특성 연구, 뇌정보처리 원리 기반의 차세대 정보처리 시스템 개발 등의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경계의 정보처리 원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

경계 언어의 완전한 이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실은 정서정보에 대한 인지적 조절기제 탐구를 기반으로 fMRI 등의 최신 

장비를 이용한 정서 조절장애의 뇌과학적 이해, 인지과제를 통한 자기통제기능 개

선, 비침습적 뇌자극을 통한 조절기능 향상기술 개발 등을 주 연구목표로 삼고 있

다. 현재 글로벌박사 펠로우십 수혜자 1명,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2명, 학부연구

생이 세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인지과학회, SFN, OHBM 등 국

내외 학회에 참여해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해 각 분야의 연구자들과 교류를 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EEG, SCR, EMG 등의 생체신호 분석과 바이오피드백에 관련

한 프로젝트가 연속 선정되면서 고차정서기능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 수준을 한

층 더 높이고 정서인지 기능의 통합적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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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실은 뇌 조직 변화의 특성과 세부 매커니즘을 규명, 실제 의료현장에 더욱 

향상된 뇌질환 진단 및 조직 양상 파악 방법·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패러다임은 글로벌 패러다임과 구조적 패러다임으로 나뉜다. 글로벌 패러다임

을 적용한 연구의 예로, 자율신경계 (ANS) 이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시행되는 다양

한 검사들을 대체하는 통합·개선된 자율신경계 진단 모델과 뇌 외상 및 수두증 환

자들의 뇌 모니터링을 이용, 뇌 생리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환자 진단 모델의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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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 환자의 CT·MRI 이미지를 분석하여 뇌부종에 대한 조기진단 툴 개발이 있다. 

또한 유한요소법 (FEM)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환자의 뇌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뇌병

변의 의학적 경과를 예측하는 환자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광학기반 생체 이미징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광 신호/영상처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다양한 센서와 영상기법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기반으로, 뇌를 포함하는 생체형태의 신호획득 및 기능의 전기/광학적 

반응신호 추출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광간섭단층촬영술, 차세

대 광음향 뇌-기계 인터페이스 및 영상시스템 기술, 패턴인식 기반 감각신경 자동

인식 시스템, 그리고 광섬유다발 기반의 다기능성 영상시스템 등의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뇌/생체 조직 신호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앞으로 뇌공학, 의공학, 및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다.

본 연구실은 6명의 대학원생이 인간의 뇌파 (EEG)를 측정하여 인지적·의식적 

속성, 특히 자극 전의 의도나 하향식 정보 처리과정의 뇌파 연구와 이를 통해 뇌-기

계 접속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인지 혹은 의도적 뇌파 신호를 추출하는 연구도 진행

하고 있다. 3월부터는 미국 럿거스 대학과 일본 이화학 연구소에서 뇌파 기반 BCI

를 연구해 온 최규완 박사가 연구교수로 합류, 본격적인 BCI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글로벌 프론티어 과제로 뇌의 특정 영역의 기능을 선택적·비침

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저강도 집속 초음파’ 자극법을 통한 신경기능제어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뇌파 기반의 BCI와 초음파 기반의 CBI를 융합한 뇌에

서 뇌로의 신호 전달체제 (Brain-Brain Interface)의 개발을 통해, 뇌 신호가 타인의 

뇌기능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fMRI) 장치 및 뇌전도 (EEG) 장비등 다양한 

뇌 영상 측정 장비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에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뇌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 주요 연구 목적이 있으며, 기존 연구 내용으로는 새로운 기계 학습 방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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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한, 우울증, 정신 분열증, 중독증 등 각종 신경 정신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가능

한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Bionics and 
Photonics Lab.

Mind-Brain 
Lab.

Brain Signal 
Processing Lab.

지도교수 한재호 지도교수 민병경

지도교수 이종환
Machine
Intelligence Lab. 지도교수 석흥일

본 연구실은 다양한 뇌공학 기술 응용을 위한 기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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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영상 패턴 분석 및 이를 이용한 뇌질

환 조기 진단 및 예측 기술 개발, 3) EEG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안정화

를 위한 신호분석 기술 개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뇌정보처리 메커니즘의 

이해를 위한 기능적 연결망 구축 알고리즘 개발 및 이해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

다. 본 연구실에서 기 개발된 기술들은 뇌인지공학 관련 응용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

용되어 국제저명학술지 및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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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Laboratory
뇌공학과 연구실 소개

Neurotechnology 
Lab.

지도교수
Klaus-Robert Mueller

본 연구실은 Klaus-Robert Mueller 교수 지도하에 뇌공학 연구의 한 분야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대뇌 기능 및 영역간의 분

석을 통하여 뇌 인지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기계 

학습 및 뇌 신호 처리 기법의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근적외선을 이용

하여 두뇌의 혈류량을 측정하는 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와 전기적 뇌 

신호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Electroencephalography (EEG)를 함께 사용하여 뇌-컴

퓨터 인터페이스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Hybrid Brain-Computer Interface 연

구를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실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 아래서의 인간의 인지능력 변화 분석 및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하여 입력되는 자극의 디코딩 연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인간의 

효율적이고 우수한 인지 시스템을 이해하여 이를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1명의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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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적

인 부분에서는 연구실 멤버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가을 워크숍을 진행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수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신생아의 뇌 발달 과정의 이해 및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장애, 정

신분열증과 같은 뇌질환 진단 시스템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뇌영상 분석 방

법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형태/크기의 뇌영

상들의 빠르고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기계학습 기법에 기반한 영상 정합 기

술들을 개발 중이다. 의료 영상 분석 기법들의 임상 활용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연

구들 또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립선 영역의 자동 검출 및 영역화 기술 개발에 초

점을 두고, 이를 전립선 암 수술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Biological 
Cybernetics Lab.

Neuroimaging Analysis 
Lab.

지도교수
Heinrich H. Buelthoff

지도교수
Dinggang S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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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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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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B (오후 3시30분~오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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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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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학기 국외연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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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이름 방문일자 방문기관 학위과정

1 곽노상 160213 ~ 160220
CSIC 및 Pompeu Fabra University

석·박사통합과정

2 곽인엽 160213 ~ 160220 박사과정

3
기영진

151009 ~ 151012 IEEE SMC 2015 석사과정

4 160130 ~ 160205 University of Tokyo 및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 석사과정

5

김근태

151009 ~ 151012 IEEE SMC 2015 석·박사통합과정

6 160130 ~ 160205 University of Tokyo 및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 석·박사통합과정

7 160213 ~ 160220 CSIC 및 Pompeu Fabra University 석·박사통합과정

8 김선민 160130 ~ 160205 University of Tokyo 및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 석·박사통합과정

9 김영탁 150918 ~ 150922 Hydrocephalus 2015 석·박사통합과정

10
김정우

151009 ~ 151012 IEEE SMC 2015 석·박사통합과정

11 160213 ~ 160220 CSIC 및 Pompeu Fabra University 석·박사통합과정

12
김지용

151009 ~ 151012 IEEE SMC 2015 박사과정 

13 160213 ~ 160220 CSIC 및 Pompeu Fabra University 박사과정

14 동성희 151013 ~ 151016 ICCAS 2015 석·박사통합과정

15 방지선 160130 ~ 160205

University of Tokyo 및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

석·박사통합과정

16 성시백 160130 ~ 160205 석·박사통합과정

17 안혜수 160130 ~ 160205 석·박사통합과정

18 염슬기 160213 ~ 160220

CSIC 및 Pompeu Fabra University

박사과정

19 원동옥 160213 ~ 160220 석·박사통합과정

20 이동규 160213 ~ 160220 석·박사통합과정

21 이민지 160130 ~ 160205

University of Tokyo 및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

박사과정

22 이보람 160130 ~ 160205 석·박사통합과정

23 이석민 160130 ~ 160205 석·박사통합과정

24 이승보 160109 ~ 160119 University of Picardie Jules Verne 석·박사통합과정

25
정지훈

151009 ~ 151012 IEEE SMC 2015 석·박사통합과정

26 160130 ~ 160205 University of Tokyo 및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 석·박사통합과정

27 주의종 160124 ~ 160220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석·박사통합과정

BCE N
ew

s

교무 및 

행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BRI510  뇌공학을위한확률통계학 한재호 3.0

BRI511  신경과학 곽지현 3.0

BRI512  두뇌의이해 김동주 3.0

BRI515 응용수학의기초 Christian Wallraven 3.0

BRI516  신경망입문 이종환 3.0

BRI517 뇌파분석입문 민병경 3.0

BRI518 정서와주의 김상희 3.0

BRI623 패턴인식 석흥일 3.0

BRI720 뇌공학세미나IV 이성환 1.0

BRI721 영어논문작성법 정지채 3.0

BRI727 현장연구실습1 이성환 3.0

● 2016년 1학기 개설과목

학위 이름 논문제목

박사 박기희 Movement Intention Decoding based on Deep Learning for Wearable Electromyogram Interfaces

박사 김중회
Machine Learning based Computer Intervention Methods to Extract Features and to Classify Neurological 
and Neuropsychiatric Disorders using Functional and Structur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Data

박사 김준석 Identification of Brain Activity Patterns in Emotional and Tactile Information Processes

박사 이혜미
From Anatomy to Function: Investigating Multisensory Shape Processing in the Human Brain using 
Multimodal Neuroimaging

석사 황태웅 Online Reduction Method of Motion Artifact in Near-Infrared Spectroscopy by Using Pressure Sensor

석사 박산우
Computational Study on Spatial Information Processing between Medial Entorhinal Cortex and 
Hippocampus

● 2015년 2학기 학위취득자 목록

● 2015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원현황

462,036,499총계

조교장학금

일반장학금

BK21+장학금

기타장학금

311,948,499(32명)

7,500,000(06명)

82,764,000(12명)

59,824,000(21명)

교무 및 

행정

BCE N
e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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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설명회: 2016년 3월 24일(목) 

· 지원서 입력: 2016년 4월 4일(월) - 8일(금) 

· 서류 접수: 2016년 4월 4일(월) - 13일(수) 

· 구술 시험: 2016년 5월 7일(토) 

· 합격자 발표: 2016년 6월 3일(금)

2016년 전기 모집 신입생 입시설명회가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오

후 5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우정정보통신관 202호에서 개최되었다. 

평소 뇌공학에 관심 있는 학부생들과 뇌인지과학융합전공 과정을 수강하

는 대학원 뇌공학과 진학 희망 학부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  2016학년도 후기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모집 

●  2016년 전기 뇌공학과 대학원 입시설명회 개최

학과

학과소식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이성환 교수 연구실에서 개발한 ‘뇌 신호 기반의 

하지 외골격 로봇 제어 시스템’ 관련 로이터통신 뉴스입니다.

South Korean researchers have developed a machine that could 

read the minds of the disabled and transform their lives. When used 

in combination with an exoskeleton that enables movement, the brain-

wave interface measures EEG signals and decodes them into mo-

tion control orders. Professor Lee Seong-whan and his team at Korea 

University are behind the development. (SOUNDBITE) (Korean) SOUTH 

KOREAN PROFESSOR OF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AT 

KOREA UNIVERSITY, LEE SEONG-WHAN, SAYING: “The exoskeleton 

robot reads the brainwaves of the user and removes unnecessary 

external noise through the signal processing system. Then, the robot 

picks out and classifies the certain characteristics of the brainwaves. 

In this way, the exoskeleton robot is controlled by matching the classi-

fied brainwaves to the designated orders.” To do that, a visual stimulus 

generator is used to read the brainwaves. The device has five LEDs 

that represent different commands - turn left or right, walk forward, 

stand up, and sit down. Each of these commands has a different fre-

quency, so the corresponding LED light flickers when a signal is sent. 

(SOUNDBITE) (Korean) SOUTH KOREAN PROFESSOR OF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AT KOREA UNIVERSITY, LEE SEONG-

WHAN, SAYING: “When a user focuses on visual stimuli, the same 

frequency is generated in the occipital lobe of the user's brain. So, we 

can detect the user’s intentions by reading his or her frequency.” The 

control system collects the signals with the EEG cap through a wire-

less transmitter-receiver and converts them into system instructions to 

operate the exoskeleton. While the system is focused on helping the 

disabled become more mobile, 

because it understands the us-

er's intention clearly, the scientists 

anticipate that in the future, the 

technology will be applied to oth-

er devices, including self-driving 

cars and self-navigating drones.

김상희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

년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도약과제 성과확

산유형에 연구비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

었다. 이 사업은 기 수행한 기초연구사업의 

성과확산을 목표로 하며 최종 선정된 과제

에 대해 향후 2년간 매년 2억 원씩을 지원

한다. 김상희 교수의 선정과제는 기 수행 연

구과제에서 개발된 비침습적 뇌자극과 인

지훈련의 융합적 접근을 확장하여 정서조절 장애의 개선 및 예방을 위한 

맞춤형 융합 테라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상희 교

수 연구팀은 고대 안암병원과의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서조절장애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상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비전

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뇌공학 분야의 발전을 선도할 신진 

연구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재호 교수는 

바이오의광학 기술 연구 경험을 토대로 뉴

로 포토닉스 및 인터페이스 개발, 망막·

뇌 영상 진단기기 개발, 생체 신호 및 영상

처리 알고리즘 기술 등의 분야를 연구 중이

다. 특히 광음향 뇌-기계 인터페이스 분야

를 개척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미래창조과

학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광음향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연구’로 세간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한재호 교수는 “생체 신호의 측정, 분석이 요구되는 산업의 원천 기

술인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의료, 헬스케어, 기능성 게임 등에 적용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신성장동력이자 미래 유

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고려대학교에 부임

한 한 교수는 레이저 및 의공학 연구를 통해 뇌공학자의 길로 들어선 이

래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광음향 뇌-기계 인터페이스 분야를 개척하

는 중이다. 아울러 실제 동물(쥐)의 행동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는 이미 초기 결과를 IEEE EMBS Neural Engineering 

Conference에서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재호 교수는 “지금까지 뇌-기계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광음향 기술

이 접목되거나 융합된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뇌 및 조직 

등에서 나타나는 광음향학적 반응특성을 규명하여 적용 가능성을 밝히

고, 외부자극에 따라 나타나는 감각반응 특성을 연구하여 향후 뇌-기계 

인터페이스로의 실현 가능성을 규명할 것”이라며 “생체 신호의 측정, 분

석이 요구되는 산업의 원천 기술인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의료, 헬스케

어, 기능성 게임 등에 적용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국

가의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 유망 산업으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에 기여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환 교수가 지난 2015년 11월 6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15년 대한뇌

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Deep 

Neural Network for fMRI Data Analysis’ 제
목의 논문으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였

다. 이 상은 뇌기능매핑 분야의 학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술 연구, 우수 학술지에 게재

하는 등 학술 연구 활동이 활발한 만 40세 

이하의 연구자에게 시상한다.

김상희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도약과제 (성과확산유형) 선정
한재호 교수, 광음향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연구 로 

이목 집중

이종환 교수, 2015년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 

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 수상

연구 하이라이트 뉴스브리핑
이성환 교수, Scientists Use Brainwaves to Help Dis-

abled Gain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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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교수 연구실과 Microsoft는 2015년도 ICT/SW창의연구과정 사

업을 통해 “BCI-Racing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실시간 뇌 신호 처리 알

고리즘 개발” 주제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 교

수 연구실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운동 관련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 

움직임에 대한 상상 기반의 BCI(Brain-Computer Interface)-Racing 시스

템을 구축하고, 높은 성능으로 사용자 의도 인식이 가능한 딥러닝 기반

의 실시간 뇌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세계 최

고 수준의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및 국내외 특허 등록의 성과를 이룰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환 교수 연구실, Microsoft와 산학협력 계약 체결

산학협력 학생 -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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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콜로퀴엄 (2015년 9월~11월)

·연사: 임혜원 단장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

· 제목: Introduction to Brain & Medical Engineering 

Program at NRF

·연사: Klaus-Robert Mueller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 제목: Explaining Non-Linear Classifier Decisions 

with application to Deep Learning

·연사: 김일곤 교수

   (경북대학교 컴퓨터과학과) 

· 제목: Health Innovation for Aging Society

·연사: 최병문 교수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 제목: Memory, Consciousness, and Depth of 

Anesthesia

·연사: 장선희 교수 

   (세종대학교 무용과) 

·제목: Dance and Neuroscience  

·연사: 심호성 부회장

   (공개소프트웨어협회)

· 제목: Open Source Software as a Business 

Strategy 

·연사: 이병근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기전공학부)

· 제목: Recent Progress in Hardware Neural 

Networks

·연사: Heinrich Buelthoff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 제목: Man-Machine Systems: Cognition and 

Control

·연사: 이재준 상무

   (엔씨소프트) 

· 제목: Introduction to Game AI

·연사: 함봉진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 제목: Mind-Brain-Body Connection 

·연사: 김석원 실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제목: Watson Computer in Jeopardy Game 

·연사: 피지훈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신경외과)

· 제목: Hydrocephalus - an Old Enigma

>>  9월 7일(월) >> 9월 21일(월) 

>> 10월 12일(월)

>> 11월 23일(월) 

>> 10월 26일(월) >> 11월 9일(월)

>> 9월 14일(월)

>> 10월 5일(월)

>> 11월 16일(월) 

>> 10월 19일(월)

>> 11월 30일(월)

>> 11월 2일(월) 

‘뇌’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뇌’를 인지공학적으로 접근한 융

합 연구들을 집대성한 ‘뇌인지공학 최신연구동향(Recent Progress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전문학술지 

출판사인 스프링거(Springer)를 통해 2015년 12월 출간됐다.

비침습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Non-invasive Brain-Computer In-

terface), 인지 및 신경 재활 공학 (Cognitive- and Neural-rehabilitation 

Engineering), 빅데이터 뉴로 컴퓨팅(Big Data Neurocomputing), 뇌질환 

조기 진단 및 예측 (Early Diagnosis and Prediction of Neural Diseases)

등 4개 연구 분야 총 14 단원으로 구성된 이 책은 국내의 뇌인지공학 연

구의 현 위치를 재고하고 관련 연구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기

회가 될 것이다.

 뇌인지공학에 관한 최신 연구 서적 출간2

1
삼성전자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중앙일보가 후원하는 제22회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 대상에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박사과정 이민

호 학생(지도교수 이성환)이 A high speed-accuracy speller system 

based on brain-eye integrated signals 이라는 논문으로 동상을 수상하

였다. 이번 제22회 시상식은 지난 2월 3일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

렸으며 이민호 학생은 삼성전자 휴먼테크 부상으로 상금 500만원과 함

께 삼성전자의 입사 특전을 부여 받았다.

뇌공학과 박사과정 곽노상 학생(지도교수 이성환)이 뇌공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에 발표한 "A lower limb exo-

skeleton control system based on 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s" 

논문이 2015년도에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에 발표된 총 200여

편의 논문 중에서 2015년도 Highlights 논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

습니다.

●  박사과정 이민호, 휴먼테크논문대상 동상 수상

● 박사과정 곽노상,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의 

Highlights 논문 선정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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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및 세미나 학술행사 및 세미나

●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향후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방향 설정 및 산학연 협력 방안 모색을 위

하여 2015년 9월 4일(금)에 인공지능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최근 스

마트 TV, 스마트 폰, 웨어러블 시스템 등 각종 ‘스마트’ 기기 시장의 성

숙과 함께 ‘기계학습’ 기술의 비약적 성능 향상으로 인하여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과 기술 개발 방향에 대

하여 토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국내 관련 기관 학교, 기업, 연구소 

내 연구자들의 활발한 참여로 향후 발전 방향 및 연구 개발 교류 등 유

익한 시간이었다.

지난 2016년 1월 20일(수)~23일(금) 이틀 간에 걸쳐 과학도서관 5

층 강당에서 제10회 패턴인식 및 기계학습 겨울학교가 개최되었다. 국내

외적으로 패턴인식, 기계학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아홉 분의 

연사를 모시고 알찬 강의가 준비되었다. 보다 더 깊은 관련 지식을 습득

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며, 

서울대 노영균 교수, 고려대 석흥일, 박주영 교수, 전북대 오일석 교수, 

UNIST 최재식 교수, 숭실대 황규백 교수, 서강대 김지환 교수, 한양대 임

종우 교수, POSTECH 한보형 교수를 포함하여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

는 교수들의 최근 연구 발표로 관련 분야의 깊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이 준비되었다.

뇌과학 분야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 고양과 해당 분야의 영재를 발굴

하고 육성을 목적으로 한국뇌올림피아드위원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BK21+뇌공학사업단,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사단법인 한국뇌교

육학회가 공동 주관한 「제8회 한국 뇌 캠프」가 2016년 2월 11일부터 12

일까지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신경해부학, 신경생

리학, 뇌공학, 뇌질환의 4분야의 기초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 후 각 분야에 

대한 경시를 치렀다. 10명의 동상 이내의 입상자들은 2016년 3월부터 6

월까지 진행되는 통신교육을 통해 국제 뇌올림피아드 출전할 최종 국가

대표 한 명이 선발된다. 2016년 국제뇌올림피아드 대회는 2016년 7월 

2일부터 6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되며, 해당 행사의 홈페이지

(https://www.kbso.org/)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2015년 인공지능 심포지엄 개최

● 제10회 패턴인식 및 기계학습 겨울학교

●  제4회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개최

● 2016년 한국 뇌 캠프 개최

제목: Intelligence and Consciousness in Brains and Computers

- 연사: Christof Koch 연구소장 (Allen Institute for Brain Science)

- 일자: 2015년 11월 10일 (화), 오후 2시

- 장소: 우정정보통신관 604호

제목: CSF Flow: From Origins to Alterations 

- 연사: Olivier Baledent 교수 (Amiens University Hospital)

- 일시: 2015년 12월 3일 (목), 오후 2시

- 장소: 우정정보통신관 604호

제목: Machine Learning in Medical Imaging Analysis

- 연사: Dinggang Shen 교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 일시: 2015년 12월 18일 (금), 오후 2시

- 장소: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제목: Brain-Machine Interaction: More than Decoding Mental Commands

- 연사: Jose del. R. Millan 교수 (EPFL)

- 일시: 2016년 2월 19일 (금), 오전 11시

- 장소: 우정정보통신관 604호

제목: Domain Knowledge and Feature Selection

- 연사: Mark Cohen 교수 (UCLA Laboratory of Integrative Neuroimaging Technology)

- 일시: 2016년 2월 24일 (수) 오후 2시

- 장소: 과학도서관 611호

2016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용평 리조트에서 제4회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가 고려대학교 

BK21+뇌공학연구사업단과 IEEE Systems, Man, and Cybernetics Soci-

ety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선진 연구기관들이 있는 유럽 및 북미 지역

에서 초청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 최고의 연구자들 (미국 UCLA의 

Mark Cohen교수, 독일 Osnabr‥uck University 연구소의 Peter K‥onig 박

사, 이탈리아 IRCCS Santa Lucia Foundation 연구소의 Donatella Mattia 

박사, 스위스 EPFL연구소의 Jose del R. Millan 박사, 독일 Technical Uni-

versity of Berlin의 Klaus-Robert Mueller 교수, 미국 Wadsworth Center의 

Gerwin Schalk 박사)과 국내 뇌 관련 국내외 연구원들이 뇌-컴퓨터 인터

페이스와 관련해 진행중인 연구내용을 교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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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학기 (2015. 09 - 2016. 02)

(1) 교수 논문게재 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H. H. Buelthoff

Reaching with the Sixth Sense: Vestibular Contributions to Voluntary Motor 
Control in the Human Right Parietal Cortex

NeuroImag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5개 
중 IF 3위

Methods for Multiloop Identification of Visual and Neuromuscular Pilot Responses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
Computer Science, Cybernetics 분야 
저널 24개 중 IF 2위

K.-R. Mueller

Multivariate Machine Learning Methods for Fusing Multimodal Functional Neuro-
imaging Data

Proceedings of the IEEE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저널 249개 중 IF 7위

Extracting Latent Brain States - Towards True Labels in Cognitive Neuroscience 
Experiments

NeuroImag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5개 
중 IF 3위

EEG-based Usability Assessment of 3D Shutter Glasses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
Engineering 분야 저널 922개 중 
IF 59위

K.-R. Mueller, 
Siamac Fazli

Analyzing Neuroimaging Data with Subclasses: A Shrinkage Approach NeuroImag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5개 
중 IF 3위

D. Shen

Evaluation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for Treatment Outcome Prediction in 
Patients with Epilepsy based on Structural Connectome Data

NeuroImag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5개 
중 IF 3위

LRTV: MR Image Super-Resolution With Low-Rank and Total Variation Regu-
larizations

IEEE Transactions on Medical 
Imaging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저널 249개 중 IF 18위

Construction of 4D High-definition Cortical Surface Atlases of Infants: Methods 
and Applications

Medical Image Analysis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
ligence 분야 저널 123개 중 IF 10위

Semi-Automatic Segmentation of Prostate in CT Images via Coupled Feature 
Representation and Spatial-Constrained Transductive Lasso

IEEE Transactions on PAMI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저널 249개 중 IF 5위

Predicting Infant Cortical Surface Development Using a 4D Varifold-based 
Learning Framework and Local Topography-based Shape Morphing

Medical Image Analysis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
ligence 분야 저널 123개 중 IF 10위

Building Dynamic Population Graph for Accurate Correspondence Detection Medical Image Analysis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
ligence분야 저널 123개 중 IF 10위

Estimating CT Image from MRI Data Using Structured Random Forest and Auto-
context Model

IEEE Transactions on Medical 
Imaging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저널 249개 중 IF 18위

석흥일, 이성환 
D. Shen

State-Space Model with Deep Learning for Functional Dynamics Estimation in 
Resting-State Fmri

NeuroImag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5개 
중 IF 3위

A Novel Relational Regularization Feature Selection Method for Joint Regression 
and Classification in AD Diagnosis

Medical Image Analysis
Computer Science,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 분야 저널 102개 중 IF 8위

C. Wallraven
Visual and Haptic Shape Processing in the Human Brain: Unisensory Process-
ing, Multisensory Convergence, and Top-Down Influences

Cerebral Cortex
Neurosciences 분야 저널 252개 중 
IF 16위

곽지현
GABA(A) Receptor-mediated Feedforward and Feedback Inhibition Differentially 
Modulate the Gain and the Neural Code Transformation in Hippocampal CA1 
Pyramidal Cells

Neuropharmacology
Phanmacology & Pharmacy 분야 
저널 255개 중 IF 20위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김상희
Individual Differences in Sensitivity to Reward and Punishment and Neural Activ-
ity during Reward and Avoidance Learning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Experimental Psychology 분야 저널 
85개 중 IF 2위

이성환

Position-Independent Decoding of Movement Intention for Proportional Myo-
electric Interfaces

IEEE Transactions on Neu-
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habilitation 분야 저널 64개 중 
IF 3위

Effect of Higher Frequency on the Classification of 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s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
Engineering 분야 저널 922개 중 
IF 59위

A Lower Limb Exoskeleton Control System based on 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s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
Engineering 분야 저널 922개 중 
IF 59위

이종환
Deep Neural Network with Weight Sparsity Control and Pre-training Extracts 
Hierarchical Features and Enhances Classification Performance: Evidence from 
Whole-Brain Resting-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Patterns of Schizophrenia

NeuroImage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5개 
중 IF 3위

한재호
Experimental Study of a Hybrid Small-Signal Parameter Modeling and Extraction 
Method for a Microoptoelectronic Device

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

Mechanical Engineering 분야 저널 
130 개 중 IF 3위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K.-R. Mueller
SVM2Motif-Reconstructing Overlapping DNA Sequence Motifs by Mimicking an 
SVM Predictor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7개 중 IF 9위

D. Shen, 석흥일, 
이성환 

Subspace Regularized Sparse Multi-Task Learning for Multi-Class Neurode-
generative Disease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Engineering 분야 저널 922개 중 
IF 159위

C. Wallraven
Sensorimotor Learning of Acupuncture Needle Manipulation Using Visual 
Feedback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 분야 저널 
57개 중 IF 9위

김동주
Finite Element Analysis of Periventricular Lucency in Hydrocephalus: Extravasa-
tion or Transependymal CSF Absorption?

Journal of Neurosurgery Surgery 분야 저널 198개 중 IF 20위

이성환

Human Visual Cortical Responses to Specular and Matte Motion Flows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Psychology 분야 저널 76 개 중 
IF 13위

Analysis of Time-dependent Brain Network on Active and MI Tasks for Chronic 
Stroke Patients

PLoS On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57개 중 IF 9위

Motion Influence Map for Unusual Human Activity Detection and Localization in 
Crowded Scenes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Engineering 분야 저널 922개 중 
IF 112위

IF 상위  10%

IF 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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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_초청강연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구분

H. H. Buelthoff 151005 뇌공학과 콜로퀴엄 고려대학교 한국
Man-Machine Systems: Cognition 
and Control

국내

K.-R. Mueller 160224
4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한국
Machine Learning for BCI: Towards 
Analysing Cognition

국제

곽지현 15101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세미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한국

GABAergic Inhibitory Network-
Modulation of Hippocampal Neuronal 
Gain, Neural Code Transformation and 
Synaptic Plasticity

국내

석흥일

151202 부경대학교 초청세미나 부경대학교 한국 Convergence is NOT Divergence 국내

151218 제42회 한국정보과학회 동계워크샵 한국정보과학회 한국
Advanced Machine Learning Tech-
niques for Neuroimaging-based AD 
Diagnosis

국내

151223 국립과천과학기술관 진로탐구 프로그램 국립과천과학기술관 한국 과학과 공학, 뇌에서 만나다 국내

160120
-
160122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제10회 패턴인식 및 기계학습 겨울학교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한국
Basics of Numerical Optimization for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국내

160125 2016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움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
Machine Learning Applications for 
Neuroimaging-based Brain Disorder 
Diagnosis

국내

이성환

150905
The 1st Asia-Oceanian Congress 
for NeuroRehabilitation

Korean Society 
for NeuroRehabilitation

한국
Non-invasive Brain-Machine Interface 
for Robot-Assisted Neurorehabilitation

국제

150924 KAIST 뇌인지공학프로그램 설립기념 심포지엄 KAIST 한국
뇌인지공학의 교육 및 연구현황 소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를 중심으로

국내

151103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초청강연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한국
비침습적 뇌-기계 인터페이스 및 신경 
재활 응용

국내

151111 인공지능의 현주소: 산업 4.0 컨퍼런스 시사저널 한국 뇌와 기계의 접속: 최신 연구 동향 국내

151124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초청강연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한국 뇌와 컴퓨터의 접속은 가능한가 국내

이종환 160128 2016 계산뇌과학 겨울학교 계산뇌과학회 한국
Neural Network Basics, Deep Learn-
ing, and Its Applications to Neuroim-
aging Data

국내

한재호
151031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한국광학회 한국

Biophotonic Imaging and Sensing 
based on Novel near Infrared Low 
Coherence Interferometry

국내

151204 Photonics Conference 한국광학회 한국 양자 정보망을 위한 광자쌍 생성과 얽힘 국내

2015년 2학기 (2015. 09 - 2016. 02)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H. H. 
Buelthoff

김준석 160122 2016 인지및생물심리학회 학술대회 인지및생물심리학회 한국
기능적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끈적이는 촉감에 대한 
뇌 활성화 영역연구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이성환

김정우
151009
-
151012

201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홍콩
Detection of Braking Intention during Simulated Driving 
based on EEG Analysis: Online Study

이민호
160222
-
151012

4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한국
Development of an Open Source Platform for Brain-
Machine Interface: OpenBMI

이종환 김수지
160222
-
160224

4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한국
ERS Differences between Stroke Patients and Healthy 
Controls after Hand Movement

IEEE SMC 2015에 참가한 (좌로부터) 박기희, 원동옥, 김근태, 이성환 교수, 김정우, 김지용, 기영진, 정지훈 학생

(2) 대학원생 학술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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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_포스터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H. H. 
Buelthoff

김준석 151018
45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Neuroscience

Society for 
Neuroscience

미국
Neural Activation Induced by the Perception of 
Sticky Tactile Stimuli

곽지현

박결 151018
45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Neuroscience

Society for 
Neuroscience

미국

Aβ1-42 Impairs Metabotropic Glutamate 
Receptor-gated Spike Timing Dependent Long-
term Potentiation of Hippocampal CA3-CA1 
Synapse

박산우 151018
45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Neuroscience

Society for 
Neuroscience

미국

Dynamic Activation of Feedforward and Feed-
back Inhibition Enables Reliable Propagation of 
Sparse in vivo Spike Patterns in Feedforward 
Network

이재동 151018
45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Neuroscience

Society for 
Neuroscience

미국
Cholinergic Modulation of the Gain of Hippo-
campal CA1 Pyramidal Neuron is Synaptic Input 
Layer-dependent

장현재 151018
45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Neuroscience

Society for 
Neuroscience

미국

Computational Investigation of the Direct 
Transformation of Grid Cell Spike Activities into 
Hippocampal Ramp-like Input and Spike Phase 
Precession of Place Cell

김동주

김학승, 이학진, 
박대현, 김영탁, 
YangXiaoke, 
정은진

150919
-
150921

Hydrocephalus 2015

International Society 
for Hydrocephalus and 
Cerebrospinal Fluid 
Disorders

캐나다
Difference in Compliance between Intracranial 
Compartments of IIH and NPH Patients: As-
sessed by Spectral Analyses on ICP Recordings

박대현, 김학승, 
이학진, 김영탁, 
Yang Xiaoke, 
정은진

150919
-
150921

Hydrocephalus 2015

International Society 
for Hydrocephalus and 
Cerebrospinal Fluid 
Disorders

캐나다
Evaluation of CSF Shunt Function by Spetral 
Analysis on CSF Pressure during the Infusion 
Tests: A Preliminary Study

김영탁, 김학승, 
박대현, 이학진, 
Yang Xiaoke, 
정은진

150919
-
150921

Hydrocephalus 2015

International Society 
for Hydrocephalus and 
Cerebrospinal Fluid 
Disorders

캐나다
The Algorithm for Automated Phase Designation 
of CSFP Recording in Infusion Test

김상희

김신아 151017
45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Neuroscience

Society for 
Neuroscience

미국
Dynamic Facial Expressions Modulate Subse-
quent Responses to Emotional Information: An 
fMRI Study

안현민 151019
45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Neuroscience

Society for 
Neuroscience

미국
High-frequency rTMS Facilitates Response 
Inhibition Training to Reduce Chocolate Snack 
Consumption

정환준 151019
45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Neuroscience

Society for 
Neuroscience

미국
Effect of Music Induced Emotion on Social Eco-
nomical Decision-making

이성환

김근태
151009
-
151012

201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홍콩
Detection of Braking Intention during Simulated 
Driving based on EEG Analysis: Online Study

김근태
160222
-
160224

4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한국
Steady-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with Viewing Distance 
Changes

2015년 2학기 (2015. 09 - 2016. 02)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이성환

박기희
160222
-
160224

4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한국
Movement Intention Decoding based on Deep 
Learning for Multiuser Myoelectric Interfaces

안혜수
160222
-
160224

4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한국
Design of an Asynchronous Brain-Computer 
Interface for Control of a Virtual Avatar

한재호

지승배 151212
International Biomedical Engineering 
Conference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한국
Performance Stabilization and Evaluation for Brain 
Diagnostic Monitoring System Based on Near 
Infrared Spectroscopic Imaging

유승범, 지승배 151212
International Biomedical Engineering 
Conference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한국
Photoacoustic Computed Tomography Based on 
Inverse-Reconstruction of Circularly Arranged 
Transducers

지승배
160222
-
160224

4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한국
A Study on Automated Segmentation of Retinal 
Layers 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m-
ages

Siamac 
Fazli

Taeho Kang, 
Yiyu Chen

160222
-
160224

4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한국
EEG-based Decoding of Declarative Memory 
Formation

대학원생_ 포스터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이성환

김정우
151215
-
151217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시뮬레이션 운전 환경에서 뇌 신호 분석을 통한 운전자의 
다양한 정신 상태 분류

기영진
151215
-
151217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충격 계수 분석 기반의 안정 상태 체성감각 유발 전위

황영태
151215
-
151217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3차원 콘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인간 행동의 시간 분할 및 인식

이상준
151215
-
151217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Dense Trajectories Covariance Matrix를 이용한 시점 변화에 
강인한 개인 행동 인식

김지용
151215
-
151217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뇌운동관련전위 기반의 동작 상상 의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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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학기 (2015. 09 - 2016. 02)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발표회에 참가한 학생

(상단좌측부터) 기영진, 김정우,  김지용

(하단좌측부터) 이상준, 황영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이종환

김동율 160218 제5회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Pattern Distinctness using Support Vector Coefficients in the 
Multivoxel Pattern Analysis

김현철 160218 제5회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Emotion Prediction from fMRI using Deep Neural Network 
based Regression

장호진 160218 제5회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Functional Connectivity based Age Prediction using Deep 
Neural Network

허다운 160218 제5회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Neuronal Substrates of Electronic Cigarette and Tobacco Use: 
A Preliminary fMRI Study

정지채 박주영 151203 2015년 제 24회 광자기술 학술회의 한국광학회
심벌 내 보간 방법에 기반을 둔 
광 코히어런트 OFDM 시스템에서의 레이저 위상 잡음 보정

한재호

유승범, 
지승배

151030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한국광학회
Single Detector based Photoacoustic Imaging of Blood Vessel 
Mimicking Phantom for Nondestructive Sensing

지승배 151203 Photonics Conference 한국광학회 광신호처리 기반의 뇌 이미징 진단 의료 기기의 성능평가 연구

유승범, 
지승배

151203 Photonics Conference 한국광학회 광영역 레이저 조영에 기반한 광음향 단층 영상

지승배 151217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정보과학회 생체모방기술 기반의 자동 망막층 분할기법

(3) 특허 등록 (출원) 

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출원) 번호

김동주 컴퓨터 단층촬영 이미지의 아티팩트 제거 방법 10-1571151

민병경 뇌파를 이용한 의도 인식용 두뇌 기계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4/8841972

이성환

손목 장착형 생체 정보 처리 장치 10-1580195

기기 인터페이스 제어 방법 10-1549325

객체에 대한 이상 행동 예측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이상 행동 예측 방법 10-2015-0182934

객체에 대한 행동 탐지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행동 탐지 방법 10-2015-0175219

거리 변화를 고려한 안정 상태 시각 유발 전위 기반 뇌파 분석 장치 및 방법 10-2015-0170195

뇌운동관련전위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2015-0170174

집중력 향상을 위한 뉴로-피드백 장치 및 방법 10-2015-0160886

신속 순차 움직임 시각 자극을 이용한 정보 처리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정보 처리 방법 10-2015-0114057

정지채 광 간섭 단층 촬영 장치 기반의 지문 인식 장치 및 방법 10-2015-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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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Essay
● 해외 연수 후기 

이름 : 김영탁 

장소 :  Banff, 캐나다

기간 : 2015년 9월19일 ~ 2015년 9월23일

캐나다 밴프에서 열린 hydrocephalus 2015 학회에 참석하였다. University of Cal-

gary에서 주최한 이번 학회에서는 Hydrocephalus 및 Cerebrospinal fluid disorder

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세션들이 열렸으며, 특히 치료 가능한 치매라고 알려

진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NPH)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무척 흥미롭게 다

가왔다. NPH 진단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연구들과 함께, NPH 환자의 다양한 병태

생리학적 양상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NPH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문헌을 통

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여러 hydrocephalus의 대가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었

던 점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본 질환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방향 설정에 있어 이번 해외 학회에 

참석하여 얻은 값진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Man, 

and Cybernetics (SMC 2015)에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session들이 진행 되었는데, 특히 Brain-machine interface (BMI) 

workshop session에서 신경 재활 분야와 User-training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움직임 의도했을 때, 측정되는 뇌파 기반 Robotic exo-

skeleton 제어 시스템을 연구 중인데, BMI 기반 신경 재활 분야에서 다양한 Robotic 

exoskeleton 제어 방법과 최소한의 Training phase을 가지고 환자들이 신경 재활

에 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의 토의가 진행되어서 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

다. 이번 해외 단기 연수를 통하여 BCI 분야 유명 석학들인 Jose del R. Millan, Jack 

Gallant, Tom Carlson 교수님들과 함께 BCI 최신 동향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서 직접 토의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SMC 2015 학회 참석에 

기회를 주신 뇌공학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름 : 김근태

장소 :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기간 : 2015년 10월 8일 ~ 2015년 10월 13일

참여코너참여코너

일주일 동안 일본의 The university of Tokyo 및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에 연

수를 다녀왔다. 복잡계 과학을 뇌 모듈을 포함한 다양한 모듈에 적용하여 머신러닝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었는데, 연수 기간 동안 뇌파 데이

터 및 심박, 호흡 데이터를 포함한 생체신호에 이러한 복잡계 공학 기법을 적용하여 

의식 및 마취 심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연수를 통해 다

양한 생체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활발

한 연구교류를 지속하여 좀 더 발전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름 : 이보람

장소 :  The University of Tokyo 및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 일본

기간 : 2016년 1월 30일 ~ 2016년 2월 5일

이름 : 김정우

장소 : Pompeu Fabra University, 스페인

기간 : 2016년 2월 13일 ~ 2016년 2월 16일

마드리드에 의치한 CSIC의 Neural Rehabilitation Group (지도교수: Jose L. Pons교

수)에 로봇 기반의 신경 재활이 환자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뇌-기계인터페이

스 기술이 접목된 재활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해당 연구 

그룹에서는 재활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저명한 국제 저널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우수한 연구 그룹으로 바이오 센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생체 시스템

과 주위 환경과의 인터렉션이 가능한 Biomot Project 나 HYPER Project 등과 같은 

흥미로운 Smart Wearable Robot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로봇을 이용한 재활 및 실생활 보조기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었고 현재 연구

중인 BMI기술과의 접목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름 : 동성희

장소 : 부산 BEXCO, 한국

기간 : 2015년 10월 13일 ~ 2015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학회 ICCAS에 참여하여 진행중인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fNIRs 

forum에 참석하여 저명한 연구자들의 발표들을 들을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David Boas 교수의 강연에서는 최근 fNIRs 연구의 트렌드와 미래 이용 가능성 등

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뿐 아니라 fNIRs에서의 motion artifact 제거에 대한 본인 그룹

의 연구 성과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대학 및 연구소에

서 오신 연구자들의 강연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매우 좋은 기회였는데 특히 

wireless fNIRs system에 대한 강연은 사진을 비롯한 연구 성과들이 매우 인상깊었

다. 또한 fNIRs를 이용한 실시간 BCI system으로 드론을 생각만으로 조작하는 것을 

보고 fNIRs가 앞으로 인지과학 및 BCI에서 중요한 modality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는 생각을 했다. 또한 강연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발표자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자

들과 의견을 교류했던 것이 값진 경험이었고 앞으로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준 뇌공학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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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코너

일본의 수도 도쿄에 위치한 The university of Tokyo 와 후쿠오카 현 기타큐슈 시에 

위치한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를 방문하여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두 곳 중

에서 인상깊었던 곳은 University of Tokyo에서 Masashi Sugiyama 교수님이 지도하

시는 Sugiyama-Sato Lab이었다. 이곳은 인공지능의 분야에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라 불리우는 지능형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

었다. 해당 연구실에서는 BCI 시스템에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는 점에서 우리 연구

실과 교차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교류였다고 생각하며, 해외 대학의 연

구원들이 어떻게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지 배우고 더 발전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뇌 신호 특징 추출 기술과 관련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10년 

넘게 꾸준히 이 기술을 연구해왔고 더불어 오픈소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담당 연

구원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할 수도 있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준 뇌공학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름 : 안혜수 

장소 :  The University of Tokyo 및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 일본

기간 : 2015년 1월 30일 ~ 2015년 2월 5일

참여코너

홍콩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Man, 

and Cybernetics (SMC 2015)에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session들이 진행 되었는데, 특히 Brain-machine interface (BMI) 

workshop session에서 신경 재활 분야와 User-training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움직임 의도했을 때, 측정되는 뇌파 기반 Robotic exo-

skeleton 제어 시스템을 연구 중인데, BMI 기반 신경 재활 분야에서 다양한 Robotic 

exoskeleton 제어 방법과 최소한의 Training phase을 가지고 환자들이 신경 재활

에 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의 토의가 진행되어서 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

다. 이번 해외 단기 연수를 통하여 BCI 분야 유명 석학들인 Jose del R. Millan, Jack 

Gallant, Tom Carlson 교수님들과 함께 BCI 최신 동향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서 직접 토의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SMC 2015 학회 참석에 

기회를 주신 뇌공학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름 : 정지훈

장소 :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기간 : 2015년 10월 8일 ~ 2015년 10월 13일

이름 : 원동옥 

장소 : Pompeu Fabra University, 스페인

기간 : 2016년 2월 17일 ~ 2016년 2월 2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Pompeu Fabra University의 SPECS(Synthetic Per-

ceptive, Emotive and Cognitive Systems) Group를 방문하여 해외 연수를 받았다. 

이 연구 그룹은 신경, 생물, 인지, 행동학적 원리를 규명하는 뇌공학 원천 기술 연

구를 주로 연구하는 그룹으로 신경생물학 분야 저널인 PNAS(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Journal of Neuroscience 등의 다수의 저명한 저

널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 그룹이다. 인지시스템, 로봇-휴

먼 인터렉션 등과 같은 패턴인식/기계학습의 방법론 기반의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

하고 응용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재활과 로봇 융합 관련 연

구를 활발히 진행 중인데, 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실생활 적용을 위한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름 : 이승보

장소 :  University of Picardie Jules Verne, 프랑스

기간 : 2016년 1월 9일 ~ 2016년 1월19일

프랑스 아미앵에 위치한 University of Picardie Jules Verne에서 Olivier Baledent 교

수님의 Contrast MRI 영상/신호 처리 기술에 대한 해외 연수를 받았다. 본 연구실의 

Adrian 박사와 함께 Encoding velocity를 이용해 실제 flow velocity를 계산하는 방

법을 포함한 MRI 이미지를 통해 생체 신호를 획득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본 연구실

은 Picardie 대학 병원에 위치하고 있어 MRI를 직접 촬영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CSF 

(Cerebrospinal fluid)와 같은 생체 신호를 획득하고 Non-invasive ICP (Intracranial 

pressure)와 같은 다양한 뇌의 역학 관련 연구를 하고 있었다. 본 연구실의 생체 신

호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신호 처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 본 연구 기간 동안 추가적인 연구 주제들을 많이 발굴했는데, 차후에도 지속

적으로 메일을 주고 받으며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값

진 연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준 뇌공학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튀빙겐에 위치한 Max Planck 연구소에 방문하여 가상현실내에서의 도덕적 의사

결정과 Personality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에 이미 50명 정도의 

독일인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번 방문에서 추가적으로 20명을 실험하였

다. 연구소는 가상현실과 관련된 실험장비와 환경을 잘 갖추고 있어 실험을 진행하

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실험결과 가상현실내에서의 도덕적 의사결정과 Personality

의 연관성이 한국인과 독일인 사이에 어느정도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가 앞으로 가상현실을 이용한 도덕적 의사결정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이름 : 주의종

장소 :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독일

기간 : 2016년 1월24일 ~ 2016년 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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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 뇌 캠프 통신교육

- 주최: 한국뇌올림피아드위원회

- 주관: 고려대학교 BK21+뇌공학연구사업단,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 후원: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KAIST 뇌과학연구센터, POSTECH 뇌연구센터

- 일시: 2016년 3월 - 6월

- 참가대상: 제8회 한국 뇌 캠프 동상 이상 입상자 10명 대상

- 홈페이지: https://www.kbso.org/ 

The 5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 일시 : 2017년 1월 9일(월) - 11일(수) (예정)

- 장소 : 하이원 리조트, 강원

- 주최 : TC on Brain-Machine Interface Systems, IEEE Systems, Man and Cybernetics Society 

- 후원 : 고려대학교 BK21+뇌공학연구사업단,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한국인공지능 소사이어티 

- 홈페이지 : http://bci.korea.ac.kr 

BCE Information
일정

2016년 1학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콜로퀴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5 -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 주최 :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고려대학교 BK21+뇌공학연구사업단 

- 후원 : 고려대학교 뇌인지과학융합전공, 뇌공학연구소 

※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무료 강좌임

2016학년도 후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 과정 

신입생 모집

- 입시설명회 : 2016년 3월 24일(목) 

- 지원서 입력 : 2016년 4월 4일(월) - 8일(금) 

- 서류 접수 : 2016년 4월 4일(월) - 13일(수) 

- 구술 시험 : 2016년 5월 7일(토) 

- 합격자 발표 : 2016년 6월 3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