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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누르러 드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뇌공학사업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인공지능과 미래 교육 심포지엄을 

2016년 6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연구자들과 교육기관 관계자들의 참여가 있

었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대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

습니다. 

이를 위해 창의성에 기반한 글로벌인재양성 및 신성장동력인 뇌공학 기술 창조를 위한 관련 연

구를 보유,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과 산학협력을 지원하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인적, 물적 학

술교류 협력 및 엘리트급의 뇌공학 전문가 배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 노력하는 뇌공학사업단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며, 

풍성한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이성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주임교수

BK21+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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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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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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월   인공지능과 미래 교육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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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및 뇌공학 소개

02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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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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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IN 
Engineering

학과 및 뇌공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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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Laboratory
뇌공학과 연구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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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gnitive 
Systems Lab.

지도교수
Christian Wallr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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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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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nics and 
Photonics Lab. 지도교수 한재호

04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한재호  

Biophotonic Sensors, Endoscopic Imaging, Surgical Robot

석흥일  

기계학습, 뇌영상 기반 뇌질환 진단, 비침습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이종환  

뇌신호처리, 기능자기공명영상, 기계 학습 

곽지현  

뉴로모픽 신경계 모델링, 계산신경과학, 전기신경생리학 

Christian Wallraven

Psychophysics, Cognitive Systems

이성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딥 러닝, 패턴 인식, 영상 이해

민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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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인지신경과학, 감성측정, 감성조절 뇌훈련

Klaus-Robert Mueller    

Brain-Computer Interface, Machine Learning

김동주

Mathematical Brain Modelling, Functional Cerebral Monitoring

Dinggang Shen 

Neuro-Imaging Analysis, Biomedical Imaging

정지채  

기능성 근적외선 뇌활성 계측, 빛 간섭 단층 촬영

BCE Professors 
전임교원

정교수

조교수

해외
석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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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학과 연구실 소개Laboratory

Clinical Neuro 
Modeling Lab. 지도교수 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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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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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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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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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roimaging Analysis 
Lab.

지도교수
Dinggang S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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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Laboratory
뇌공학과 연구실 소개

Neural 
Computation Lab.

Affective Cognition 
Lab.

지도교수 곽지현

지도교수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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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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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Lab.

Brain Signal 
Processing Lab.

지도교수 민병경

지도교수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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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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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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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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E Equipment
공동실험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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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설명회: 2016년 9월 22일(목) 

· 지원서 입력: 2016년 10월 4일(월) - 7일(금) 

· 서류 접수: 2016년 10월 4일(월) - 12일(수) 

· 구술 시험: 2016년 11월 5일(토) 

· 합격자 발표: 2016년 12월 2일(금)

●  2017학년도 전기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모집 

학과

2016년 전기 모집 신입생 입시설명회가 2015년 3월 24일, 목요일 오

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우정정보통신관 B102호에서 개최되었다. 뇌공

학에 관심 있는 학부생 및 이미 뇌인지과학융합전공 과정을 수강하는 학

생 등 대학원 뇌공학과 진학 희망 학부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공군연구소인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ARFL) 의 Human 

Effectiveness Directorate를 이끌고 있는 Kevin T. Geiss 박사와 그의 연

구원 7명이 지난 7월 18일 Brain-Computer Interface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뇌공학과의 신경재활공학센터를 방문하여 본 학과의 연구실에서 

수행 중인 신경재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미국 공군연구소 연

구진의 방문을 통해 향후 관련 연구자 교류 및 연구 협력 등이 기대된다.

●  2016년 후기 뇌공학과 대학원 입시설명회 개최

●  미국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연구진,  

뇌공학과 방문

연구 하이라이트

고려대학교 뇌공학과가 미래창조과학부

의 대학ICT연구센터(ITRC) 사업, 인공지능

연구센터(센터장: 한재호)에 최종 선정되

었다. 

본 센터에서는 지능의 축적·확장·고

정밀화를 위한 지능정보처리 SW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인력양성 이라는 과제를 목

표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전문분야에 

특화된 정보의 인지 및 학습 모델 기술을 개

발, 두뇌활동의 원리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

능정보처리 기술 융합, 자체 지식확장과 정

밀도 향상을 고도화하기 위한 융합모델 개

발, 의료 전문가를 지원, 자율 주행이 가능한 지능을 개발하는 등의 응용 

서비스 모델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와 관련한 글로벌 인력을 양성함

을 세부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려대가 총괄하며 국내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업 및 국외 기관의 참여

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센터로 부상하기 위하여, 국

내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 POSTECH, UNIST와 (주)코난테

크놀러지와 (주)스트라드비전코리아 등 국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 

및 MIT 인공지능연구센터, MPI 생체지능연구소, 중국과학원 패턴인식연

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ITRC(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사

업은 ICT분야 R&D역량을 갖춘 창의·융합·도전형 인재양성 및 산학협

력 활성화 등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과 공동 연구 수행 및 협력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석·박사급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

적으로 하며, 선정된 인공지능연구센터는 향후 연 8억씩(첫 해 6개월간은 

5억), 최장 6년간(4+2) 최대 45억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뇌공학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학ICT연구센터(ITRC) 사

업, 인공지능연구센터 선정

뇌공학과 이성환 교수가 본교 전임교원 중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원에

게 연구성과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연구업적을 

장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제정된 2016년 석탑연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석탑연구상은 최근 3년간(2013년 1월 ~ 2015년 12월) 학술논문, 학

술단행본, 연구비수혜실적을 대상으로, 연구의 질, 연구의 양, 연구비 수주

액을 모두 합산하여 고려대학교 학내 9개 업적평가 계열별 상위 2%인 총 

35명만의 전임교원을 선정했다. 

이성환 교수, 2016년 석탑연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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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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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영진 160529~160603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Meeting 석사과정

2 김근태 160530~160603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Meeting 석박사통합과정

3 김지용 160530~160603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Meeting 박사과정 

4 박결 160721~160901 University of Toronto Scarborough 석박사통합과정

5 이민지 160615~161130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박사과정

6 이민호 160529~160603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Meeting 석박사통합과정

7 이재동 160721~160901 University of Toronto Scarborough 석박사통합과정

8 정지훈 160529~160603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Meeting 석박사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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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및 

행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BRI502 인지뇌과학입문 김상희 3

BRI503 뇌-컴퓨터인터페이스입문 민병경 3

BRI507 기계학습입문 석흥일 3

BRI509 뇌신호처리입문 한재호 3

BRI515 응용수학의기초 Christian Wallraven 3

BRI604 생체회로분석 정지채 3

BRI631 신경윤리학 김동주 3

BRI719 뇌공학세미나III 이성환 1

BRI728 현장연구실습2 이성환, Klaus-Robert Mueller 3

● 2016년 2학기 개설과목

학위 이름 논문제목

박사 박완주 EEG-based Neuroimaging Study for Motor Rehabilitation using a Robotic System

석사 김인수 Neurophysiological Correlates of the Country-of-origin Effect: an EEG Study

석사 김수지
Relation between ERS Pattern and  the Degree of Motor Impairment after Hand Movement Task in 
Stroke Patients

석사 이은정 Emotional Distress and Helping Behavior: The Moderation Effect of Mindfulness Meditation

석사 장호진
Feedforward Deep Neural Networks based Feature Extraction,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using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Data

● 2016년 1학기 학위취득자 목록

● 2016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원현황

415,144,000총계

조교장학금

일반장학금

BK21+장학금

기타장학금

281,654,000(32명)

3,750,000(03명)

88,264,000(12명)

46,976,000(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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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2일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2016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박사수료연구생인 김신아(지도교수: 김상

희) 학생이 구두발표부문 우수논문 발표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한국감성과학회는 인

간의 감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

여 생활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한 학회로 2016 춘계학술대

회는 미래 감성문화와 스마트 라이프라는 주제로 감정과 감성에 관련된 

다양한 학제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김신아 학생은 재평가(reappraisal) 

전략이 화난 얼굴 표정에 대한 주의 편향 (attentional bias)에 미치는 효과 

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효과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나로 알려진 재평가

로 인하여 정서장애의 주요 특징인 부정적 자극에 대한 높은 주의 편향이 

조절됨을 규명하였다. 특히, 재평가 전략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하향 조절

하였던 집단에서 화난 얼굴에 대한 주의 편향이 감소됨을 밝힘으로써 정

서장애 치료 전략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석사과정생 김범채(지도교수: 석흥일)학

생이 2016년 5월 27-28일 조선대학교에

서 개최된 2016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춘

계학술대회에서 딥러닝 기반의 흉부 CT 폐 

결절 진단 방법  논문을 발표하고,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은 세계적으

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인 폐암을 조

기에 진단가능 하도록 하는 딥러닝 기법을 

개발 함으로써 기술적 우수성 및 응용 가능

성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인정 받았다. 특

히 본 논문과 연관하여 흉부 단층영상에서 

검색된 폐결절의 암 진단 보조 시스템 및 

프로그램(출원인: 석흥일, 김범채) 의 특허

를 출원(출원번호: 10-2016-0084627)한 

상태이다.

2016년 5월 28일 마산대학교에서 열

린 2016 대한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석박통합과정 유형석(지도교수: Christian 

Wallraven)학생이 구두발표부문 금상을 수

상하였다. 대한시과학회는 시과학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

를 통해 임상 현장의 보급에 기여함으로서 

우리나라 및 세계적 안-보건 과학기술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형석 학생은 'Out of the blue: EEG 

changes during reading with blue-light lenses'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망막의 세포괴사를 일으키는 청색파장을 착색이 아닌 코팅방식으로 차단

하였을 경우 우리 뇌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시각화 하였다. 특히, 기존 

청색 파장의 차단을 위한 착색방식이 지닌 시감도 저하의 한계를 코팅방

식을 통해 청색광 차단과 시감도 저하를 막는 것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석박사통합과정 김신아, 2016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 발표상 우수상 수상 

석사과정 김범채, 2016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석박사통합과정 유형석, 2016 대한시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금상 수상

석박통합과정생 박결(지도교수: 곽지현) 

학생이 한국 연구재단의 2016년 글로벌박

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 이하 

GPF)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GPF는 우수한 국내 대학원생들이 학위

과정 동안 교육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여 세

계적 수준의 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등

록금, 생활비 및 국제학술활동비를 지원하

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박결 학생은 연간 3000만원의 장학금을 최대 5년

간 수혜 받게 된다. 박결 학생은 본 GPF 장학금 수혜 기간 동안 광유전학

적 뉴로-피드백 기법을 이용하여 알츠하이머 질환 동물 모델 해마에서의 

비정상 뇌파 제어 기술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츠하이머 질

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관련 연

구를 추진하고 있다.

석박사통합과정 박결, 2016년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신규과제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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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아시아가 주최하는 연례 학술 교류 행사인 한·

일 아카데믹 데이를 5월 20일 개최되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

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에서 참가한 석학들이 총 22건의 연구 프로젝

트를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동경대학교, 츠쿠바대학교, 카가와대학교 등

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11건이 소개되었다.

이날 발표 후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는 가장 혁신적이고 뛰어난 연구 

프로젝트 3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국내 프로젝트 시상식에서는 △카이스

트 신의식 교수의 스크린 터치 사운드를 사이드 채널로 활용한 새로운 스

마트폰 해킹 기법 △카이스트 이의진 교수의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한 

동적 작업환경 스마트 일립티컬 트레이너 개발 프로젝트 △고려대 이성

환 교수의 딥러닝 기반의 실시간 동작상상 뇌 신호 분석을 통한 사용자 의

도 인식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행사를 주관한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아시아 소장인 샤오우엔 혼 박사

는 이번 한일 아카데믹 데이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우수한 석학들이 혁신

적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학술 교류의 폭을 넓히고 미래를 선도할 기술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

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환 교수 연구실과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는 뇌파 분석을 통한 운

전자 상태 모니터링 기술 선행 연구  주제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실제 운전 환경 하에서의 다양한 상황과 관련된 뇌전

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시나리오와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운전 중 발생

한 돌발 상황 (선행 차량의 급정거 상황과 더미를 이용한 예상치 못한 보

행자의 출현 상황)과 관련되어 유발되는 뇌전도를 측정 및 분석하여 뇌파 

분석 기반의 운전자 보조기술 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상

의 운전환경에서 운전 중 발생한 돌발상황 및 운전자의 졸음 상태에 대한 

생체신호 분석을 통해 휴대형 생체신호 측정 장비를 이용해 측정한 다양

한 운전 상황과 관련된 생체신호 데이터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

으로 실제 운전 환경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기술 선행 연구를 위한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학술

지 논문 게재 및 국내외 특허 등록의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환 교수, Microsoft Japan-Korea Academy Day 

우수연구상 수상

이성환 교수, 현대모비스와 산학협력 계약 체결

장현재(지도교수: 곽지현) 박사수료연구

생이 2016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오스

트리아 Alpbach Congress Centrum 에서 

개최된 State of the Brain 국제학술대회에

서 Spike timing-dependent plasticity en-

ables reliable propagation of in vivo spike 

pattern in feedforward network model  제

목의 연구로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

cal Disorders and Stroke (NINDS) Scholarship 을 수상했다. State of the 

Brain 학술대회는 최근 뇌생물학에 대한 급격한 진보 및 최신 뇌신경망 연

구 기법에 대한 토론을 통해 복잡한 뇌신경망에 서 이루어지는 정보처리

과정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개최되어 국제적으로 저명한 연구자들의 강연

과 54여 편의 포스터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우수 논문 6편을 선정

하여 수상하였다. 장현재 학생은 뇌신경계 내에서 신경신호(Neural code) 

중 시간 동적 코드 (Temporal code) 의 안정적 전달을 위해 발화시간기반

시냅스 가소성(Spike timing-dependent plasticity, STDP)가 필요함을 피

드포워드 신경망(Feedforward Network) 모델을 이용하여 새롭게 규명하

였다. 특히, STDP가 시간 동적 코드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신경망

의 핵심구조를 변경한다는 점을 밝혀 뇌 정보처리 메커니즘 이해에 시사

점을 제공하였다.

지난 2월에 본 뇌공학과를 졸업한 김준

석 박사가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박사후 국외연수사업)에 선정되

어 2016년 9월부터 1년간 지원을 받아 9월 

부터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박사학위를 취

득한 연구자에게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

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술

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와 질적 연구능력 향상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

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biz.

jsp?show_no=170&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

no=23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사과정 장현재, State of the Brain 국제학술대회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 (NINDS) Scholarship 수상

김준석 박사,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사

업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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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퀴엄 (2015년 3월~5월)

· 연사: 이기원 대표 

(와이브레인)

· 제목: Connected Wearable Medical Device for 

Brain Healthcare

· 연사: 정호기 교수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 제목: Recent Trends of Recognition Systems for 

Intelligent Vehicles

· 연사: 이진형 교수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 제목: Quantum-information Theoretical Approach 

to Machine Learning

· 연사: 이동영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제목: Biomarkers for the Early Diagnosis of Al-

zheimers Disease

· 연사: 최병수 센터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창의연구센터)

·제목: Quantum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

ligence

· 연사: 강윤규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 제목: Life=Brain_Muscle.com and Robot=AI_En-

gine.com

· 연사: 이상완 교수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 제목: Abstraction Machines: Transitioning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to Neuroscience

· 연사: 황성주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 제목: Learning a Semantic Space for Recog-

nition and Inference

· 연사: 김원석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제목: Hemisphere Neglect: Current Under-
standings and Rehabilitation Approaches with 
Engineering

· 연사: 배현민 교수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 제목: High Resolution Portable Functional 

Brain Imaging System

· 연사: 이종석 교수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제목: Human Perception in Multimedia Ex-

perience

· 연사: 서천석 변리사/미국변호사 

(콤파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제목: Patent Application Strategy for Brain 

Engineering Start-up

>>  3월 7일(월) >> 3월 21일(월) 

>> 4월 4일(월)

>> 5월 23일(월)

>> 4월 18일(월) >> 5월 2일(월) 

>> 3월 14일(월)

>> 3월 28일(월)

>> 5월 16일(월)

>> 4월 11일(월)

>> 5월 30일(월)

>> 4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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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현재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 주요 흐름은 무엇입니까.

지난 몇 년 사이 인공지능 연구에서 가장 큰 흐름은 딥 러닝이라는 풍

운아가 나타나서 평정한 것입니다. 머신 러닝(기계 학습) 알고리즘 중 하

나가 딥 러닝입니다. 과거 1980년대부터 기계 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 기계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러던 와중 2006년에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가 20여 년간 사람의 뇌

에서 신경세포들이 모델링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습니다. 힌튼 교수가 최근 기계 학습의 핵심 기술인 딥 러닝을 만

들어낸 것입니다. 당시 60∼70 수준이던 기계 학습 수준을 힌튼 교수가 

갑자기 9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세상을 흔들 것 같다고 보면서 구글이 힌튼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데려가

고, 페이스북과 IBM도 경쟁적으로 딥 러닝 연구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딥 러닝이 끝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고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기계가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딥 러닝이라는 점입니다. 딥 러닝을 이용하면서 인공지능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학자들과 산업계는 인공지능, 특

히 딥 러닝을 통한 기계 학습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산업이 제대로 결합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반대로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없으면 제품 경쟁력이 없어

짐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제품이 나

오는데 우리나라 제품에는 인공지능이 없다고 하면 그런 물건이 팔릴 수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은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술

이란 의미입니다. 인공지능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런 로테크(저기술) 제품

이 있나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편의 기

능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지금은 그런 기능이 없으면 싸구

려 자동차로 취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몇 년 지나면 음성인식이나 여러 가

지 지능적인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내가 쓰는 제품에 탑재돼 있지 않다

면 그 제품을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환경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외국 AI 기술 차이는.

2015년 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IITP) 분석에 따르면 외

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2.6

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AI SW만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최근 전문가 1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4.3년 뒤진 결과로 나타났다.

어떤 AI 전략을 수립해야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기본 전략은 산·학·연·관이 각각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우수 인력 양성과 핵심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산업체

에서는 다양한 AI 기술을 개발해 산업화에 노력해야 한다. 연구소는 학교

와 산업체 사이에서 기초기술과 산업기술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에 충실

해야 한다. 정부는 AI 연구 생태계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 법 및 제도로 

AI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지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개

발한 AI 기술을 잘 팔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게을

리 하면 하루아침에 삼류 기업으로 추락하게 된다. 어느 기업이든 사라

질 때는 한순간이다.

인공지능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 같다. 앞으로 직업군과 국내 산업

생태계도 바꿔 놓을 것이다.

AI 분야 연구 1세대로 불리는 이성환 고려대 뇌공학과 주임교수는 머

지않은 미래에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국내 산업 환경도 변화시킬 것이

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는 단 기간에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그는 AI 산업이 부각되면 기업에서 알아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루아침에 바뀌

진 않을 것 이라며 인력 양성은 대학에서 하고 기업은 수익을 올리기 위

한 전략을 세우고 정부도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법적 장치나 제도

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밝혔다. 

AI와 인간의 공존 해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로직(머리에서 생각하는 논리), 즉 컴퓨터적인 

사고(알고리즘 설계 능력)를 지녀야 AI를 이해하고 소통이 쉬워질 수 있다

고 확신했다. 그는 지능정보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예측이

나 공존법을 제시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대응을 한

다면 AI와 소통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문화일보 <파워인터뷰>

AI가 기본기능 되고, 탑재 안된 제품은 싸구려 될 것

전자신문 [이현덕이 만난 생각의 리더]

뇌공학자 이성환 고려대 뇌공학과 주임교수

이데일리 [WSF 2016] AI, 석학에게 묻다 

AI, 직업군·산업 생태계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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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및 세미나

향후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방향과 관련하여 미래 대학 교육의 방향과 

인재 개발 등 기술과 교육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하여 2016년 6월 10일(금)

에 인공지능과 미래 교육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교육부의 후원으로 진

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인공지능

과 관련하여 미래 세대의 교육의 역할 및 대학 교육의 방향에 대해 전문

가를 모시고 심도 있게 논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와 

인공지능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소

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이성환 회장, 연

세대학교 물리학과 박승한 교수,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서정연 회장, 

한국뇌교육학회 서유헌 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김광선 회장, 한국연구

재단 ICTㆍ융합연구단 김성완 단장 등이 발제자로 나와, 미래 지능정보 

사회의 예측, 기초과학 진흥 방향 및 인공지능 연구 현황 및 향후 당면 

과제부터 지능 정보 사회에 대비한 대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뇌, 공학 교육의 방향 및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지원 사업의 

방향 안내 등 미래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제시 및 종합 토론을 하였다. 교

육부 이영 차관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 및 

교육 관련 기업 관계자의 많은 참여로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학ICT연구센터

(ITRC) 사업, 인공지능연구센터에 선

정된 인공지능연구센터의 개소식이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부

터 하나스퀘어 강당에서 진행되며, 인

공지능연구센터 센터 소개 및 귀빈 축사 및 환영, 격려사 후, 현판식을 

진행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과 미래 교육 심포지엄 개최 ● 인공지능연구센터 개소 예정

●  The 5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2017)

2017년 1월 9일(월)부터 1월 11일(수)까지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제5회 국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전

기전자공학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사업단, 고려대학교 인

공지능연구센터, 인공지능소사이어티와 한국뇌교육학회가 후원하는 이

번 학술대회는 2013년 이래로 5번째 진행하는 학술대회로,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토의

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제기관인 미국 

University of Houston의 Jose L. Contreras-Vidal 교수, 싱가포르 Institute 

for Infocomm Research의 Cuntai Guan 교수, 독일 Free University of 

Berlin의 Hauke Heekeren 교수, 독일 University of Osnabruck의 Pe-

ter K‥onig 교수, 독일 University of W‥urzburg의 Andrea K‥ubler 교수, 미

국 Standford University의 Kai Miller 교수, 오스트리아 Graz University of 

Technology의 Gernot M‥uller-Putz 교수 등이 참여하여 신경재활, 인지심

리, 신경외과와 관련한 BCI 연구 분야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올해로 9번째 맞이하는 한국뇌캠프 행

사는 한국뇌올림피아드위원회가 주최하고, 

본 사업단,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한국뇌교육학회가 주관한다. 뇌와 관련한 

4편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후, 2017년 2

월 10일(금)에 서울대학교에 모여 관련 주

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뒤, 올림피아드를 

치르게 될 예정이다. 뇌와 관련된 기초 온

라인 교육 후, 올림피아드를 치르게 될 이

번 캠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의 많

은 참여가 예상된다. 더 많은 정보는 한국 뇌 캠프 홈페이지(http://www.

kbso.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7년 한국 뇌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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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2016. 03 - 2016. 08)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이성환

Commanding a Brain-Controlled Wheelchair using Steady-State Somatosen-
sory Evoked Potentials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habilitation 분야 저널 65개 중 
IF 6위

A High-Security EEG-based Login System with RSVP Stimuli and Dry Elec-
trodes

IEEE Trans. on Information 
Forensics and Security

Computer Science, Theory & 
Methods 분야 저널 105개 중 IF 10위

이종환

EEG Response Varies with Lesion Location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Journal of NeuroEngineering and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분야 저널 64개 중 6위

Task-specific Feature Extraction and Classification of fMRI Volumes using a 
Deep Neural Network Initialized with a Deep Belief Network: Evaluation using 
Sensorimotor Tasks

NeuroImage
Neuroimaging 분야 저널 14개 중 
IF 1위

한재호
In vitro Monitoring of a Cultured Human Retinal Pigment Epithelium Using 1,375-
nm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저널 249개 중 IF 2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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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ebral Cortex
Neurosciences분야 저널 256개 중 
IF 17위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K.-R. Mueller

Validity of Time Reversal for Testing Granger Causality IEEE Trans. on Signal Processing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저널 255개 중 IF 34위

Understanding Machine-learned Density Functional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ntum 
Chemistry

Mathematics, Interdisciplinary Appli-
cations 분야 저널 101개 중 IF 19위

Ensembles of Adaptive Spatial Filters Increase BCI Performance: An Online 
Evaluation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분야 저널 
76개 중 IF 10위

Robust Statistical Detection of Power-Law Cross-Correlation Scientific Reports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63개 중 IF 7위

D. Shen

Diagnosis of Autism Spectrum Disorders Using Temporally Distinct Resting-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Networks

CNS Neuroscience & 
Therapeutics

Pharmacology & Pharmacy 분야 
저널 253개 중 IF 42위

Computer-Aided Diagnosis with Deep Learning Architecture: Applications to 
Breast Lesions in US Images and Pulmonary Nodules in CT Scans

Scientific Reports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63개 중 IF 7위

Abnormal Changes of Brain Cortical Anatomy and the Association with Plasma 
MicroRNA107 Level in Am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
Geriatrics& Gerontology 분야 저널 
49개 중 IF 6위

Embarrassingly Parallel Acceleration of Global Tractography via Dynamic Domain 
Partitioning

Frontiers in Neuroinformatics
Mathematical & Computational 
Biology 분야 저널 56개 중 IF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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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Trans. on Biomedical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분야 저널 
76개 중 IF 22위

이종환
Smartphone-based Psychotherapeutic Micro-interventions to Improve Mood in 
a Real-world Setting

Frontiers in Psychology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분야 
저널 129개 중 23위

IF 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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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 논문게재 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K.-R. Mueller
The LDA Beamformer: Optimal Estimation of ERP Source Time Series using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NeuroImage
Neuroimaging 분야 저널 14개 중 
IF 1위

D. Shen

Deformable MR Prostate Segmentation via Deep Feature Learning and Sparse 
Patch Matching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
Computer Science, Interdisciplin-
ary Applications 분야 저널 104개 
중 IF 9위

Segmentation of perivascular spaces in 7 T MR image using auto-context 
model with orientation-normalized features

NeuroImage
Neuroimaging 분야 저널 14개 중 
IF 1위

Multidirectional and Topography-based Dynamic-scale Varifold Representations 
with Application to Matching Developing Cortical Surfaces

NeuroImage
Neuroimaging 분야 저널 14개 중 
IF 1위

Multi-Level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for Standard-Dose PET Image 
Estimation

IEEE Trans. on Image Processing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저널 255개 중 IF 14위

Relationship Induced Multi-template Learning for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
Computer Science, Interdisciplin-
ary Applications 분야 저널 104개 
중 IF 9위

Multi-Tissue Decomposition of Diffusion MRI Signals via l0 Sparse-Group 
Estimation

IEEE Trans. on Image Processing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저널 255개 중 IF 14위

Learning-based Subject-specific Estimation of Dynamic Maps of 
Cortical Morphology at Missing Time Points in Longitudinal Infant Studies

Human Brain Mapping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Radiology 분야 저널 124개 중 IF 8위

Joint Feature-Sample Selection and Robust Diagnosis of Parkinson's Disease 
from MRI data

NeuroImage
Neuroimaging 분야 저널 14개 중 
IF 1위

Hyper-Connectivity of Functional Networks for Brain Disease Diagnosis Medical Image Analysis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
ligence 분야 저널 130개 중 IF 8위

Sparse Multi-Response Tensor Regression for Alzheimers Disease Study with 
Multivariate Clinical Assessments

IEEE Transactions on Medical 
Imaging

Computer Science, Interdisciplin-
ary Applications 분야 저널 104개 
중 IF 9위

Detail-Preserving Construction of Neonatal Brain Atlases in Space-Frequency 
Domain

Human Brain Mapping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Radiology 분야 저널 124개 중 IF 8위

Accurate Segmentation of CT Male Pelvic Organs via Regression-based De-
formable Models and Multi-task Random Forests

IEEE Transactions on Medical 
Imaging

Computer Science, Interdisciplin-
ary Applications 분야 저널 104개 
중 IF 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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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roImage
Neuroimaging 분야 저널 14개 중 
IF 1위

Deep Sparse Multi-Task Learning for Feature Selection in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Brain Structure & Function
Anatomy & Morphology 분야 
저널 21개 중 IF 1위

석흥일
Sparse Multi-Response Tensor Regression for Alzheimers Disease Study with 
Multivariate Clinical Assessments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
Computer Science, Interdisciplin-
ary Applications 분야 저널 104개 
중 IF 9위

IF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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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2016. 03 - 2016. 08)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이성환

160316 인공지능 국제 심포지엄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한국
인공지능 연구 현황 및 전망
(국내 학계 사례를 중심으로)

160408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학회 한국 인공지능: 기술 현황 및 전망

160429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초청 세미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및 향후 과제

160512 KIST 뇌백과 융합클러스터 초청세미나 KIST 한국 인공지능과 뇌공학

160526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과 초청 세미나 광주과학기술원 한국 뇌공학 기술의 현황 및 전망

160625 한국뇌공학회 초청세미나 한국뇌공학회 한국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현황 및 전망

160806 2016 사이언스바캉스 동아사이언스 한국 뇌공학과 인공지능

160811 2016 한국정보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정보교육학회 한국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다: 인공지능

160812 삼성전자 미래기술연구회 초청 세미나 삼성전자 한국
귀 착용형 스마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소개

이종환

160603
Launching Symposium of KI for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한국
Deep Neural Networks with a Weight Sparsity 
Control Regularization: Algorithms and Their 
Applications to Functional Neuroimaging Data

160618 제 6회 임상감정인지기능연구소 워크숍 임상감정인지기능연구소 한국
Neural Networks,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뇌영상을 이용한 정신 질환의 진단

160626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KAIST 뇌과학연구센터, 
한양대학교 인공지능연구센터

한국
Deep Neural Networks to Investigate the 
Human Brain Using Functional Neuroimaging 
Method

160706 CNIR Neuroimaging workshop on MRI
Center for Neuroscience 
Imaging Research, 성균관
대학교

한국 fMRI 원리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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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교수_초청강연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민병경 160528 2016 한국인지과학회 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한국 BMI 기술이 만드는 Post-Human

석흥일

160312 2016 세계뇌주간 한국뇌연구협회, 한국뇌연구원 한국 함께하는 뇌와 인공지능

16031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초청 세미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Deep Learning Techniques for Neuroimaging-
based AD Diagnosis/Prognosi

160527 2016 Avison Biomedical Symposium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한국
Machine Learning for Understanding Brain 
Images

160616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첨단 미래 의료기술 활용방안 세미나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한국
기계학습 기반의 뇌질환 진단 및 
예측과 활용 방안

160630 2016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
뇌질환 진단 및 예측을 위한 
딥러닝 기술 응용

160714 가톨릭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 초청 세미나 가톨릭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 한국
Introduction to Deep Learning and 
Its Application for Brain Image Analysis

16072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청 세미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
Deep Learning for Healthcare 
Applications

1608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초청 세미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Structural/Functional Brain Image Analysis with 
Deep Learning

참여교수_기조연설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이성환

160528 2016년도 IT 21 컨퍼런스 차세대컴퓨팅학회 한국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전망

160609
2016년도 차세대컴퓨팅학회 춘계학술
발표대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 패턴인식 및 기계학습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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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2016. 03 - 2016. 08)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이성환

기영진

160530
-
160603

BCI Meeting 2016 BCI Society 미국

Design of Duty-cycle Screening Paradigm for 
Steady-State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김근태
Analysis of Subcortical Beta Activities in Stroke 
Patients for Motor Rehabilitation

김지용
Movement Related Cortical Potential based on 
Multi-Class Motor Imagery

이민호
Toward Improved Covert Attention Application 
Using Shifting Stimuli

이민호
Combination of EEG and fNIRS for the (Un)Con-
scious Discrmination during Anesthesia

정지훈
Towards Detecting of Walking Intention from 
Readiness Potentials for a Powered Exoskeleton 
Control

이종환

김현철

160622
-
160624

The 6th Internationsl Workshop on 
Pattern Recognition in 
Neuroimaging

PRNI 이탈리아

Reproducibility and Hierarchy of Weight Features 
from Resting fMRI using Deep Belief Network

장호진

Evaluation of Weight Sparsity Control during 
Autoencoder Training of Resting-state fMRI 
using Non-zero Ratio and Hoyer's Sparseness 
Measure

김동율

160626
-
160630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2016 Annual Meeting

OHBM 스위스

Enhanced Pattern Distinctness using Support 
Vector Coefficients than Multi-voxel Beta Values

김현철
Deep Learning to Predict the Emotional Re-
sponse using functional MRI Data

장호진
Deep Neural Network for Age Prediction using 
Resting-state fMRI Data

허다운
Neuronal Response of Electronic Cigarette Use in 
Comparison to Tobacco Use: an fMRI Study

<BCI Meeting 2016에 참가한 김지용 학생과 정지훈 학생>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2016 Annual Meeting에서 김현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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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김동주 이승보 160318
2016년 제 20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한국
The Evaluation of Shunt Functioning by Spectral Analysis 
of Intracranial Pressure during Infusion Test

김상희 김신아 160422 2016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감성과학회 한국
재평가 전략이 화난 얼굴 표정에 대한 주의 편향에 
미치는 효과

석흥일 김범채 160528
2016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한국 딥러닝 기반의 흉부 CT 폐 결절 진단 방법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김동주 정은진 160629
The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racranial Pressure & Neuromonitorin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tracranial and Arterial 
Blood Pressure Wave Forms in Patients with Plateau 
Waves

C. 
Wallraven

주의종 160319-23 IEEE Virtual Reality IEEE 미국
Personality Differences Predict Decision-making in an 
Accident Situation in Virtual Driving

(2) 대학원생 학술활동 실적

대학원생_포스터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곽지현

장현재 160523 State of the Brain Keystone Symposia 오스트리아
Spike Timing-dependent Plasticity Enables 
Reliable Propagation of in Vivo Spike Pattern in 
Feedforward Network Model

김성현 160704
25th Annual Computational 
Neuroscience Meeting

Organization for 
Computational 
Neurosciences

한국
Neural Network Model for Obstacle Avoidance 
based on Neuromorphic Computational Model of 
Boundary Vector Cell and Head Direction Cell

장현재 160704
25th Annual Computational 
Neuroscience Meeting

Organization for 
Computational 
Neurosciences

한국

Dynamic Gating of Spike Pattern Propagation 
by Hebbian and Anti-Hebbian Spike Timing-
dependent Plasticity in Excitatory Feedforward 
Networ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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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코너

BCE Essay
● 국제 학술대회 후기 

미국 Asilomar에서 개최하는 International Brain-computer interface (BCI) Meeting 

2016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번 BCI Meeting 2016에서는 BCI 분야의 다양한 연구

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토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현재 

뇌파 분석 toolbox를 개발하고 있는 저는 open source 기반 BCI toolbox들의 세션

과 튜토리얼에 직접 참석하여 실제 뇌 신호 획득부터 분석까지 연습을 할 수 있었

다. 직접 뇌 신호 데모를 진행하는 세션에서는 GUI 기반으로 구성된 openVibe와 

BCI2000 toolbox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었고, 개발자들과 다양한 언어로 개발하

는 방법 및 여러 뇌 신호 측정 장비들 간의 연동법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의를 진

행할 수 있었다. 또한, Recent application closed-loop brain computer interface  

의 주제로 진행하는 세션에 참석하여, 실 세계에서의 closed-loop 기반 BCI 응용 

및 기계 제어에 대하여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다. 이번 BCI Meeting 2016 학회 참

석을 통하여 BCI 분야의 최신 동향과 뇌파 신호 처리를 위한 open source toolbox 

개발에 대해서 직접 개발자 및 연구원들과 심도 깊은 질문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뉴욕에서 개최한 ICML에 참가하여, 다양한 기계학습 연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 연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다. 현재 딥러닝 연구 트렌드는 딥러닝 자체의 개선, 딥러닝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

고 시각화할 수 있는 기술, 적은 수의 데이터 혹은 레이블링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

해서도 딥러닝이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연구, 딥러닝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성능

을 향상시킨 연구 등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에서도 딥러닝을 이용하여 더 개선된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할 수 있었다. 이번 학회참석을 통하여 연구 방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계학습에 관한 안목을 넓

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름 : 이민호 

장소 : 미국 Asilomar

기간 : 2016년 5월 29일 ~ 2016년 6월 3일

이름 : 방지선 

장소 : 미국 New York

기간 : 2016년 6월 18일 ~ 2016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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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대학원생_ 포스터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김동주

양효극

160318
2016년 제 20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A Fully-automated Method for Artefact Elimination from Com-
puted Tomography of Patients with Acquired Brain Injury

정은진
A Preliminary Report on Automatic Phase Delineation of Cere-
brospinal Fluid Pressure during Infusion Test

C. Wallraven 유형석 160530 대한시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시과학회
Out of the Blue: EEG Changes during Reading with Blue-light 
Lenses

(3) 특허 등록 (출원) 

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출원) 번호

곽지현 뇌와 인공신경망 간의 폐회로 인터페이스를 위한 기술 및 알고리즘 개발 10-2016-0079446 (출원)

민병경
뇌파의 인과적 연결성을 이용한 뇌지문 탐지 장치 및 방법 10-2016-0105488 (출원)

뇌파 자기 공명과 경두개 레이저를 이용한 뇌-뇌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1617005 (등록)

석흥일 흉부 단층영상에서 검색된 폐결절의 암 진단 보조 시스템 및 프로그램 10-2016-0084627 (출원)

이성환 정상 상태 체감각 유발 전위 발생 장치 및 그 운용 방법 10-1607893 (등록)

정지채 Information Processing Apparatus and Method for FD-OCT 9271629 (국제)

한재호
광음향 기반 융합 영상촬영장치 1020140175652 (출원)

탐촉자 고정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광음향 영상 시스템 1016368740000 (등록)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한재호 Lua Ngo 1608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Functional Materials 
2016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Society

한국
Feasibility Study for Photoacoustic Brain-Ma-
chine Interface Sensors

C. 
Wallraven

Dilara Derya
160513
-
160518

Vision Science Society 16th An-
nual Meeting

Vision Science Society 미국

Age Matters, but Disease does not: Comparing 
Processing of Emotional and Communicational 
Facial Expressions across Age and across 
Prevalence of Parkinson's Disease

Furat AlAhmed
160615
-
160518

17th International Multisensory 
Research Forum

IMRF 중국
Connect the Dots: Braille Learning in Sighted 
Improves Haptic Object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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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현 교수님 연구팀의 석박통합과정생 이재동 학생과 박결 학생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스카보로 캠퍼스)의 Blake Richard 교수님의 신경회로학습연구실 (Learning 

in Neural Circuit laboratory, LiNC lab)에서 40일 여일 동안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왔

다.  본 장기해외연수 기간 동안 이재동 학생과 박결 학생은 광유전학적 기법을 이

용해 뇌신경회로에서의 특정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실험기술에 대한 실제 실습 

및 훈련을 통해 새로운 실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방문 연구실 내 연구원들

과 연구 내용 및 진행방법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연구 영역에 대한 이

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토론토 대학교의 LiNC Lab 연구실과의 연구 

교류를 통해 두 연구실의 국제공동연구의 발판 또한 마련하게 되었다.

이름 : 박결, 이재동

장소 :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Scarborough

기간 : 2016년 7월 21일 ~ 2016년 9월 1일

참여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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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Essay
● 해외 연수 후기 

이름 : 이민지 

장소 :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기간 : 2016년 6월 15일 ~2016년 11월 30일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에 위치한 The Center for Sleep and Consciousness에 방문

하여 high-density EEG 와 내비게이션에 기반한 경두개 자기 자극법을 활용한 의

식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내비게이션 기반 경두개 자기 자극법은 개인의 해부

학적 뇌 구조를 기반으로 정확한 자극 위치를 찾아서 자극을 할 수 있는 기법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 신호 변화를 high-density EEG로 측

정하여 Effective Connectivity를 측정할 수 있다. 현재 수면 시 TMS 자극으로 인해 

REM 단계, Non-REM 단계에서 Effective Connectivit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

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본 연구소는 이러한 실험장비와 환경을 잘 갖추고 있어 실

험을 진행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TMS-EEG 신호 분석을 함께 병행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의식 분야의 연구에서 의식의 정도를 수치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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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 뇌 캠프

- 주최: 한국뇌올림피아드위원회

- 주관: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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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뇌과학연구센터, POSTECH 뇌연구센터

- 일시: 2017년 2월 10일(금) (예정)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 참가대상: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 

- 홈페이지: https://www.kbso.org/ 

The 5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2017)

- 일시: 2017년 1월 9일(월) - 11일(수)

- 장소: High1 Resor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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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 고려대학교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 인공지능소사이어티, 한국뇌교육학회

- 홈페이지: http://bci.korea.ac.kr 

BCE Information
일정

2016년 2학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콜로퀴엄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5-6시 

- 장소: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202호 

- 주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뇌공학연구사업단 

- 후원: 고려대학교 뇌인지과학융합전공, 뇌공학연구소 

   ※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무료 강좌임

2017학년도 전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 과정 

신입생 모집

- 입시설명회: 2016년 9월 22일(목) 

- 지원서 입력: 2016년 10월 4일(월) - 7일(금) 

- 서류 접수: 2016년 10월 4일(월) - 12일(수) 

- 구술 시험: 2016년 11월 5일(토) 

- 합격자 발표: 2016년 12월 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