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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차가운 빗줄기가 그 동안 쌓여있던 얼음을 걷어내는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 해, 뇌공학사업단과 관련된 괄목할만한 연구성과 및 센터 설립이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

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 후원의 인공지능 대학ITC연구센터가 설립되었습

니다. 뇌공학과, 뇌공학사업단과 함께 센터의 연구진들이 협력하여 국내외 인공지능 연구에 더

욱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센터 설립과 함께 뇌공학사업단도 관련 연

구를 적극적으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한 Cybathlon에 출전하여 뇌파로 조종하는 컴퓨터 

게임 대회에 참가해 최종 결선에 올라간 11개팀 중 5위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대

회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인공지능, 신경 재활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해봅니다.  

올해에도 많은 뇌공학자들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희망 가득한 봄 맞이하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이성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주임교수

BK21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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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월   고려대학교 ITRC 인공지능연구센터 개소
10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한 Cybathlon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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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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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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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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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cal Bio-Signal 
Process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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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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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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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018 ~ 161021 Werob 2016 석박사통합과정

2 곽인엽 161204 ~ 161208 ICPR 2016 박사과정

3 김근태 161009 ~ 161012 IEEE SMC 2016 석박사통합과정

4 김병도 170213 ~ 170216 University of Electro-Communications / Hokkaido University 석사과정

5 김성현 161112 ~ 161116 Society for Neuroscience 석사과정

6 김정우 161008 ~ 161008 Cybathlon 2016 석박사통합과정

7 남우정

161204 ~ 161208 ICPR 2016

석박사통합과정

8 송우혁 석박사통합과정

9 이동규 석박사통합과정

10 이민지 160615 ~ 161130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박사과정

11
이민호

161008 ~ 161008 Cybathlon 2016 석박사통합과정

12 161009 ~ 161012 IEEE SMC 2016 석박사통합과정

13 이상훈
170213 ~ 170216 University of Electro-Communications / Hokkaido University

석박사통합과정

14 이홍복 석박사통합과정

15
원동옥

161009 ~ 161012 IEEE SMC 2016 석박사통합과정

16 170213 ~ 170216 University of Electro-Communications / Hokkaido University 석박사통합과정

17 정홍규 161204 ~ 161208 ICPR 2016 박사과정

BC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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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및 

행정

교무 및 

행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BRI509 뇌신호처리입문 홍민석 3

BRI510 뇌공학을위한확률통계학 윤인식 3

BRI512 두뇌의이해(영강) 김동주 3

BRI517 뇌파분석입문(영강) 민병경 3

BRI619 신경심리학(영강) 김상희 3

BRI623 패턴인식(영강) 석흥일 3

BRI629 뇌공학을위한응용수학Ⅰ(영강) Christian Wallraven 3

BRI637 광간섭단층촬영(영강) 한재호 3

BRI716 뇌공학세미나II(영강) 이성환 1

BRI727 현장연구실습1(영강) 이성환, Dinggang Shen 3

● 2017년 1학기 개설과목

학위 이름 논문제목

박사 안현민 Development of Self-control Strategy using Brain Stimulation

박사 조남규 A Novel Linelet-based Representation for Line Segment Detection

석사 김종필 EEG-based Analysis of the Effects of Driver Inattention on Emergency Situation during Simulated Driving

석사 김휘재
EEG-based Classification of Wakefulness and Deep Sedation during Propofol and Midazolam Induced 
Sedation using Global Spectra Principal Components

석사 안혜수 Global Ranking-based Spatio-Spectral Filter Selection for Classification of Motor Imagery Tasks in BCI

석사 우정석 Deep Multi-Feature Learning for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석사 이보람
Alteration of Brain-heart Causal Interaction between Electroencephalogram and Heart Rate induced by 
Sedation with Propofol and Midazolam

석사 황지영 A Brain-Computer Interface Speller using Peripheral Stimulus-based SSVEP and ERP

석사
Isabella Veronika 

Schlattner
EEG-based Decoding of the Eureka-effect with Machine Learning

● 2016년 2학기 학위취득자 목록● 2016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원현황

371,524,580총계

조교장학금

일반장학금

BK21+장학금

기타장학금

258,644,580(31명)

3,750,000(03명)

75,867,000(11명)

33,263,000(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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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설명회: 2017년 3월 23일(목) 

· 지원서 입력: 2017년 4월 3일(월) - 7일(금) 

· 서류 접수: 2017년 4월 3일(월) - 12일(수) 

· 구술 시험: 2017년 5월 6일(토) 

· 합격자 발표: 2017년 6월 2일(금)

●  2017학년도 후기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모집  

학과

2017년 전기 모집 신입생 입시설명회가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오

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우정정보통신관 604호에서 개최되었다. 뇌공학

에 관심 있는 타과 학부생 및 뇌인지과학융합전공 과정을 수강하는 학부

생 등 대학원 뇌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  2017년 전기 뇌공학과 대학원 입시설명회 개최

연구 하이라이트

석흥일 교수의 새 연구, Deep Ensemble 

Learning of Sparse Regression Models for 

Brain Disease Diagnosis가 Computer Sci-

ence,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분야 IF 

상위 10% 저널인 Medical Image Analysis

에 게재 허가되었다.

이성환 교수의 새 연구, A Novel Linelet-

based Representation for Line Segment 

Detection이 Electrical & Electronic En-

gineering 분야 IF 상위 10% 저널인 IEEE 

Tra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에 게재 허가되었다.

한재호 교수의 새 연구, Real-Time Triple 

Field of View Interferometry for Scan-Free 

Monitoring of Multiple Objects가 Automa-

tion & Control Systems 분야 IF 상위 10% 

저널인 IEEE/ASME Trans. on Mechatron-

ics에 게재 허가되었다.

지난 10월 8일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스위스 아레나에서는 최초의 

사이보그 올림픽 이라 불리는 Cybathlon이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장애

인, 공학자, 의학자가 함께 팀을 이루어 출전하였으며, 첨단 의족, 의수, 휠

체어와 외골격 및 뇌파 감지 장치 등의 도움을 받은 장애인들이 기계와 소

프트웨어 등으로 실력을 겨루었다. 전세계에서 참가한 총 66개 팀이 6개 

종목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레이스, 기능적 전기 자극 자전거 레이스, 로

봇 상지 의수 레이스, 로봇 하지 의수 레이스, 외골격 로봇 레이스, 전동 휠

체어 레이스) 에 참가했으며, 이 대회에 출전한 이성환 교수팀은 뇌-컴퓨

터인터페이스(BCI) 기술을 이용해 뇌파로 조종하는 컴퓨터 게임 대회에 참

가해 최종 결선에 올라간 11개팀 중 5위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크리스티안 월러번 교수의 새 연구, 

Cannot Avert the Eyes: Reduced At-

tentional Blink toward Others Emotional 

Expressions in Empathic People와 Can 

Touch This : Cross-modal Shape Cate-

gorization Performance is Associated with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White 

Matter Association Pathways가 각각 Neu-

roscience 분야 IF 상위 10% 저널인 Psychonomic Bulletin & Review와 

Radiology, Nuclear Medicine and Neuroimaging 분야 IF 상위 10% 저널

인 Human Brain Mapping에 게재 허가되었다.

민병경 교수의 새 연구, Top-down 

and Bottom-up Neurodynamic Evidence 

in Patients with Tinnitus가 Audiology & 

Speech-language Pathology 분야 IF 상위 

10% 저널인 Hearing Research에 게재 허

가되었다.

민병경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Hearing 

Research에 게재 허가

석흥일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Medical 

Image Analysis에 게재 허가

이성환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IEEE 

Tra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에 게재 허가

한재호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IEEE/

ASME Trans. on Mechatronics에 게재 허가

스위스 취리히 Cybathlon 출전

크리스티안 월러번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

널인 Psychonomic Bulletin & Review와 Human Brain 

Mapping에 게재 허가

학과소식

석박사통합과정 이민호 학생(지도교수: 

이성환) 이 투고한 시각 피드백을 사용한 

높은 정확도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반 

스펠러 기술  논문이 한국정보과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하여 

한국정보과학회가 주최한 제43회 동계학

술발표회에서 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석박사통합과정 이민호,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대

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

석사과정 김필수 학생(지도교수: 이성환)

이 투고한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궤적 기

반의 단체 행동 인식  논문이 한국정보과학

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

상하여 한국정보과학회가 주최한 제43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그 연구 성과를 인정

받았다.

석사과정 김필수,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대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

석사과정 안혜수 학생(지도교수: 이성환)이 투고한 동작 상상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사용자 종속적 주파수 필터 선택 방법  논

문이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학회

에 총 824편의 논문이 투고되었고, 그 중 77편(9.34%)을 차지하는 인공지

능 분야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석사과정 안혜수,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기술이전

이성환 교수의 패턴인식 연구실과 주식회사 엔지티엠이 적외선 영상

처리와 관련된 특허인 적외선을 이용한 객체 인식 장치(10-1427488) 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진행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 야간에도 주변 물체 및 

사람 인식이 가능하여 위험 지역(좁은 골목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환 교수,  

적외선을 이용한 객체 인식 장치 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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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김근태 학생(지도교수: 이성환)

이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의 뛰어난 학문적, 

사회적 업적을 발굴, 격려함으로써 성취 의

욕을 고취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의 우

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2015

년부터 시행한 2016 KU Graduate Student 

Achievement Award에 선정되었다. 시상식

은 2월 27일 월요일 오후에 미디어관 크림

슨라운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사과정 이동규, 곽노상 학생이 인공지능 개발 인재 육성을 위한 SK 

주식회사의 인공지능 산학장학생에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필기, 면접 과

정을 거쳐 15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 되었다. SK 주식회사는 선발

된 장학생에게 박사학위 졸업 때까지 월 250만원의 장학금과 함께 연구 

지원금, 해외 학회 참석 경비 등을 추가 지원하며, 졸업 후 SK 주식회사의 

입사를 보장할 예정이다.

박사과정 김근태, 2016 KU Graduate Student 

Achievement Award 수상

박사과정 이동규, 곽노상, SK 주식회사 인공지능  

산학장학생 선발

뉴스브리핑

머리에 뇌파를 인식하는 센서를 부착하고 왼손, 오른손, 양손을 움직이

는 생각을 할때마다 그래프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뇌파 신호는 

컴퓨터 게임으로 전달돼 손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캐릭터를 제어합니다. 

<인터뷰> 이민호(고려대 뇌공학과 연구원) : 사람의 뇌신호, 패턴이 굉

장히 불규칙한데 그런것들을 딥러닝이라든지 패턴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생각을 읽어내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인공지능. 시장 규모도 2025년까지 

약 4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NEWS <IT/과학> 

말 안해도 척척…‘인공지능’은 진화 중

콜로퀴엄 (2016년 9월~11월)

·�연사: Klaus-Robert Mueller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제목: Prediction of Multiscale Temporal Neural 

Dynamics

·�연사: 김종민 팀장 

(한화생명 디지털팀)

·�제목: Artificial Intelligence of Finance, Which We 

are Dreaming

·�연사: 오영민 박사 

(네오펙트)

·�제목: Computational Motor Learning and Neuro-

rehabilitation

·�연사: 김희찬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제목: Noninvasive and Nonintrusive Sensor Tech-

nology for Mobile Healthcare Service

·�연사: 최재식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컴퓨터공학과)

·�제목: The Relational Automatic Statistician for 

Multiple Time-Series Data

·�연사: 정원주 교수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제목: Quantum Computing and Quantum Machine 

Learning 

·�연사: 정지훈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모바일전공)

·�제목: Evolution of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Human

·�연사: 설상훈 교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제목: Detection and Speed Estimation of 

Obstacles using a Monocular Camera

·�연사: 조영임 교수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제목: An Introduction to Intelligent IoT

·�연사: 허준 교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제목: Overview of Current and Future Quan-

tum Communications

·�연사: 오병모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제목: Brain-Machine Interface: Potential Us-

ers' Perspectives

>>  9월 5일(월) >> 9월 26일(월)

>> 10월 17일(월)

>> 11월 28일(월)

>> 10월 31일(월) >> 11월 14일(월)  

>> 9월 19일(월)

>> 10월 10일(월)

>> 11월 21일(월)

>> 10월 24일(월)

>> 11월 7일(월)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 제목:  Transcranial Alternating Current 

Stimulation: Models, EEG/MEG, 

and Behavior

- 연사:  Christoph Herrmann 교수  

(University of Oldenburg)

- 일자: 2016년 10월 5일 (수), 오후 2시

- 장소: 우정정보통신관 604호 

- 제목:  Switching Gaussian-Wishart 

Process for Bayesian Inference 

of Gait

- 연사:  신봉기 교수 

(부경대학교)

- 일자:  2017년 2월 16일 (목), 오후 4시

- 장소: 우정정보통신관 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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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및 세미나

2016년 9월 7일 오전, 교내 하나스퀘어 강당에서 미래창조과학

부 산하기관인 IITP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주최로 인공지능연구센터 

(센터장: 뇌공학과 한재호 교수) 개소식을 갖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개소식에는 김수원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 미래창조과학부 정보

통신산업정책관 정완용 국장, IITP 인재양성단 최령 단장, 지능정보연

구원 김진형 원장,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유혁 학장, 고려대학교 총무

처 이기성 처장,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이성환 회장, 고

려대학교 과학도서관 손종렬 관장, 인공지능연구센터 한재호 센터장 

외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바쁜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새누리당 송

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영상

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센터 소개를 통해 지능의 축적·확장·고정밀화를 위한 지

능정보처리 SW 핵심기술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

분야에 특화된 정보의 인지 및 학습모델 기술 개발 △두뇌활동의 원

리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능정보처리 기술의 융합 △자체 지식확장과 

정밀도 향상을 고도화하기 위한 융합모델 개발 △지능정보 응용서비

스 개발(의료전문가 지원, 자율주행 지능) 등 5개 부분에 걸쳐 세부과

제별로 진행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모든 내빈들이 지능의 축적, 확장, 고정밀화를 위

한 지능정보처리 소프트웨어의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센터가 국내 인공지능 관련 핵

심 기업 및 국외 기관 참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연구센터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한재호 센터장은 인공지능 SW 원천 기술 확보 및 ICT와 비ICT 학

문간 융합을 통한 두뇌활동 원리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지능과 

의료 전문가 지원의 응용서비스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면

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특화된 연구 성과와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고려대학교 우정정보

관 604호에서 ITRC 신규센터 대학(원)생 25명을 대상으로 포털, 대기

업 前 임원 및 現 벤처창업 CEO 강사들로 구성하여 ITRC 신규센터 소

속 대학(원)생들의 기술 창업 인식 및 기업가정신 확립을 위해 K-ICT 

Business Design Thinking 프로그램을 운영, Design Thinking의 5단계

프로세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 구현하여 기술 창업에 필요한 기반교

육을 제공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기술을 비지니스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창업 능

력을 키우는 Business Design Thinking 5단계로 구성하여 준비와 조직 

계획, 기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기획 분석,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생

성 및 체크,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비즈니스 모델 구현 계획수립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년 1월 9일(월)부터 1월 11일(수)까지 제5회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2017)가 강원도 하

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선진 연구기관들의 관련 연구자들(Jose L. 

Contreras-Vidal 교수, Cuntai Guan 교수, Hauke Heekeren 교수, Peter 

Ko‥nig 교수, Andrea Ku‥bler 교수 등)이 초청되어 국내 연구진들과 함께 

자리하여 진행 중인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시

간을 가졌다. 신경재활, 인지심리 등과 관련한 BCI 연구 분야의 내용을 중

심으로 꾸며졌으며 다음 행사는 2018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연구센터 개소식 

● 인공지능연구센터 기업가 정신 교육

●  The 5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2017) 개최

●  2017년 패턴인식 및 기계학습 겨울학교 개최

지난 2017년 2월 20일(월)~22일(수)까지 사흘 간에 걸쳐 과학도서관 

5층 강당에서 2017년 패턴인식 및 기계학습 겨울학교가 개최되었다. 국

내외적으로 패턴인식, 기계학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아홉 분

의 연사를 모시고 알찬 강의가 준비되었다. 보다 더 깊은 관련 지식을 습

득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

며, UNIST 최재식 교수, 고려대 석흥일, 박주영 교수, 부경대 신봉기 교

수, KAIST 양은호, 문일철, 김준모 교수, 서강대 김지환 교수, 서울대 김건

희 교수를 포함하여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교수들의 최근 연구 발표

로 관련 분야의 깊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이 준비되었다.

한국뇌캠프위원회가 주최하고, 본 사업단,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

과정, 한국뇌교육학회가 주관하는 올해로 9번째 맞이하는 한국뇌캠프 행

사에서는 전국에서 참가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2017년 2월 10일(금)

에 서울대학교에 모여 관련 주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한 뒤, 각 분야에 대

한 성취도 평가를 치렀다. 10명의 동상 이내의 입상자들은 2017년 7월

에 진행할 여름학교를 통해 교육을 수료한 후, 최종 국가 대표 1인이 국

제뇌올림피아드를 준비할 예정이다. 2017년 8월에 개최될 국제뇌올림피

아드 대회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심리학회의 연례학술행사와 함

께 진행될 예정이다. 

● 2017년 한국뇌캠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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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학기 (2016. 09 - 2017. 02)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민병경 Top-Down and Bottom-up Neurodynamic Evidence in Patients with Tinnitus Hearing Research
Otorhinolaryngology 분야 
저널 43개 중 IF 1위

석흥일 Deep Learning in Medical Image Analysis
Annual Review of Biomedical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분야 76개 
중 IF 1위

이성환

Position-Independent Decoding of Movement Intention for 
Proportional Myoelectric Interfaces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habilitation 분야 저널 65개 중 IF 
6위

A Novel Linelet-based Representation for Line Segment Detection
IEEE Tra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Computer Science 전 분야 저널 490
개 중 IF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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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Trans. on Information 
Forensics &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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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Mine: Automatic Mining for Time-evolving Signals of Cardiotocography 
Monitoring

Data Mining and Knowledge 
Discovery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ystems 분야 저널 144개 중 IF 13위

정지채 Open Access Dataset for EEG+NIRS Single-Trial Classification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habilitation 분야 65개 중 IF 6위

한재호

Real-Time Triple Field of View Interferometry for Scan-Free Monitoring of 
Multiple Objects

IEEE/ASME Trans. on Mecha-
tronics

Mechanical Engineering 분야 
저널 132개 중 IF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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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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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Wallraven
Can Touch This : Cross-Modal Shape Categorization Performance Is 
Associated with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White Matter Association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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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K.-R. Mueller, 
민병경

Decoding of Top-down Cognitive Processing for SSVEP-controlled BMI Scientific Reports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63개 중 IF 7위

D. Shen, 이성환
Reduced White Matter Integrity in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 Diffusion 
Tensor Imaging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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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Reappraisal Modulates Attentional Bias to Angry Faces Frontiers in Psychology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분야 
저널 129개 중 IF 23위

IF 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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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 논문게재 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총 26편 IF 10% 23편, IF 20% 3편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K.-R. Mueller

Improving the Robustness of Myoelectric Pattern Recognition for Upper Limb 
Prostheses by Covariate Shift Adaptation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habilitation 분야 65개중 IF 6위

Multiscale Temporal Neural Dynamics Predict Performance in 
a Complex Sensorimotor Task

NeuroImage Neurosciences 분야 256개중 IF 31위

Quantum-Chemical Insights from Deep Tensor Neural Networks Nature Communications
Multidisciplinary Science 분야 63개
중 IF 3위

D. Shen

Accurate Segmentation of CT Male Pelvic Organs via Regression-Based 
Deformable Models and Multi-Task Random Forests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124개중 IF 
17위

Reconstruction of 7T-like Images from 3T MRI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124개중 IF 
17위

High-Order Resting-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Network for MCI Classification Human Brain Mapping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4개 
중 IF 8위

Graph-Guided Joint Prediction of Class Label and Clinical Scores for the 
Alzheimers Disease

Brain Structure & Function Neurosciences 분야 256개중 IF 28위

Estimating Functional Brain Networks by Incorporating Amodularity Prior NeuroImage Neurosciences 분야 256개중 IF 31위

Learning Discriminative Bayesian Networks from High-Dimensional Continuous 
Neuroimaging Data

IEEE Trans. on Pattern Analysis & 
Machine Intelligence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저널 257개중 IF 5위

Identification of Progressive Mild Cognitive Impairment Patients Using Incomplete 
Longitudinal MRI Scans

Brain Structure & Function Neurosciences 분야 256개중 IF 28위

Consistent Spatial-Temporal Longitudinal Atlas Construction for Developing Infant 
Brains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124개중 IF 
17위

Detecting Anatomical Landmarks for Fast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
Radiology,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124개중 IF 
17위

D. Shen, 이성환 
Deep Ensemble Learning of Sparse Regression Models for Brain Disease 
Diagnosis

Medical Image Analysis
Computer Science, Interdisciplin-
ary Applications 분야 저널 104개 
중 IF 4위

IF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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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학기 (2016. 09 - 2017. 02)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한국 발표논문명

이성환

161208 인공지능 플랫폼 코어 기술 워크샵 국방과학연구소 한국 기계학습 동향

170118 (주) 아이콘트롤스 초청 세미나 아이콘트롤스 한국 제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다: 인공지능 기술

170120
뇌-컴퓨터 인터페이 연구회 창립 기념 뇌인지컴퓨팅 심
포지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회 한국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반 뇌인지컴퓨팅  
최근 연구 성과

170222 제8회 로봇기술의 미래 워크샵 ㈜NT 로봇 한국
생각대로 움직이는 외골격 로봇: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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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교수_초청강연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곽지현

161011 Neuroscience Seminar Series Pabloe de Olavide University 스페인
The Role of Inhibition in Brain Plasticity and 
Physiology

161106 Neuroinformatics Pre-symposium Mini-course 2016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대만 The Brain's GPS: Grid Cells and Place Cells

161107 Neuroinformatics Symposium 2016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대만 Neural Network Model for Navigation

석흥일

160920 제8회 연세의과대학생 학술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한국
Connectionist's Perspective for AI and Ap-
plications for Analyzing Brain Images

161006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융합뇌신경연구센터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융합뇌신
경연구센터

한국 AI for Brain Research with Neuroimaging

161221 제43회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대회 - 머신러닝 워크샵 한국정보과학회 한국
Sparse Regression and Deep Learning in 
Medical Image Analysis

이성환

160901 2016 미래유망기술세미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제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다: 인공지능 기술

160929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대학원 콜로퀴엄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한국 Brain-Machine Interface

161025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초청세미나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 4차 산업형명과 인공지능 기술

161026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미래기술연구회 초청강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한국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연구 현황

161028 고려대학교 학문소통연구회 초청강연 고려대학교 학문소통연구회 한국 인공지능과 인간 - 공유와 나눔은 가능한가

161126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미래기술연구회 워킹그룹 초청강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한국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소개

161202 응용문화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한국 인공지능과 뇌공학 연구: 현황 및 전망

참여교수_기조연설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이성환 170206 2017 계산뇌과학 겨울학교 한국계산뇌과학회 한국
Brain and Cognitive Computing with Deep Learning and 
Non-Invasive BCI

기타활동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비고

김동주
170109
-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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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Publication Co-Chair

민병경
170109
-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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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Registration Chair

석흥일
170109
-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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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Local Arrangement Chair

이성환

161104 Microsoft Research Asia Faculty Summit 2016 Microsoft Research Asia 한국 패널토론: Future AI 2025

170109
-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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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General Co-Chair

한재호

161027
IEEE/IEI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umer 
Electronics Asia

IEEE/IEIE 한국
세션 좌장: Signal Processing 1 &
 Medical and Healthcare

170109
-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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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Publication Co-Chair

기조연설 1회, 초청강연 17회, 기타활동 7회총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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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학기 (2016. 09 - 2017. 0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에서 

발표 중인 김근태 학생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 중인 이민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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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이성환

김필수 161221 동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궤적 기반의 단체 행동 인식

안혜수 161221 동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동작 상상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사용자 종속적 
주파수 필터 선택 방법

이민호 161221 동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시각 피드백을 사용한 높은 정확도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반 스펠러 기술

원동옥 161221 동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빠른 계열적 시각 제시와 움직임 자극을 이용한  
뇌전도 기반의 타자 시스템

정지채

동성희
161130
-
161202

2016 대한전자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전자공학회
의공학 분야를 위한 향상된 벌크 구동방식 입력단을 이용한 
연산 증폭기

홍유성
161125
-
161126

2016 Photonics Conference 한국광학회
Detecting Event Related Optical Signal (EROS) in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이성환

김근태 16100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헝가리
Towards an EEG-based Intelligent Wheelchair Driving  
System with Vibro-Tactile Stimuli

이민호 16100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헝가리
OpenBMI: A Real-Time Data Analysis Toolbox for  
Brain-Machine Interface

원동옥

16100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헝가리
Analysis of 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based on 
Viewing Distance Changes for Brain-Machine Interface 
Speller

16100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헝가리
Classification of Movement-related Cortical Potentials for 
Multi-Command Control based on Brain-Machine Interface

170109
-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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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Shifting Stimuli for Brain Computer Interface based on 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정지훈
170109
-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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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Single-Trial Analysis of Readiness Potentials for Lower Limb 
Exoskeleton Control

C. 
Wallraven

Yiyu 
Chen

170109
-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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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Pop or Not? EEG Correlates of Risk-Taking Behavior in the 
Balloon Analogue Risk Task

(2) 대학원생 학술활동 실적

대학원생_포스터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김동주 이승보
170109
-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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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Classification of Computed Tomography Scanner 
Manufacturer using Support Vector Machine

한재호 Ngo Lua

161028
IEEE/IEI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
sumer Electronics Asia

IEEE/IEIE 한국
A Graph-Based Automated Segmentation of Retinal 
Layers 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mages

170109
-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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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Advanced Deep Learning for Blood Vessel Segmen-
tation in Retinal Fundus Images

구두발표 총 13편     국제 7편, 국내 6편

포스터발표 총 9편    국제 3편, 국내 6편

대학원생_ 포스터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김상희

안현민 161021 한국감성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감성과학회
High-Frequency rTMS and Modulation of Smoking craving 
and behaviour: a pilot study

윤흥식 161021 한국감성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감성과학회 흡연자극에 대한 자동접근반응편향의 영향

이성환

기영진
170109
-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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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Classification of Left and Right Foot Movement Intention based 
on Steady-State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이민호
170109
-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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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A Brain-Computer Interface Speller using Peripheral Stimulus-
based SSVEP and P300

이보람
170109
-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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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Classification of Wakefulness and Anesthetic Sedation using 
Combination Feature of EEG and ECG

이홍복 161221 동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클러스터링과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협업 필터링 추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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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코너

BCE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매디슨에 위치한 Center for Sleep and Consciousness에 방문하여 high-density EEG 와 네비게이션에 기반한 경두

개 자기 자극법을 활용한 의식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의식 연구는 사람이 깨어있는 상태와 잠자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였으나, 

이는 생리적 상태가 같지 않음으로 의식 이외의 다른 요소가 뇌 신경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잠을 자고 있는 동일한 생리적 상태에서 꿈을 꾼 상태를 의식, 꿈을 꾸지 않은 상태를 무의식으로 두

어 의식의 변화에 따른 뇌 신경망의 차이를 확인하는 최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두개 자기 자극법 기반의 뇌파 연구는 자극

에 따른 뇌 신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의식의 변화에 따른 Functional Connectivity 연구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의식 분야의 연구에서 의식의 변화를 감지하는 바이오마커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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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3) 특허 등록 (출원) 

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출원) 번호

곽지현 뉴로모픽 신경망 모델 기반 내비게이션 장치 및 그 방법 10-2016-0160140(출원)

김상희 충동적 행동 조절을 위한 통합 훈련 장치 및 방법 10-2016-0176801(출원)

이성환

신속 순차 움직임 시각 자극을 이용한 정보 처리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정보 처리 방법 10-1663252(등록)

뇌파 기반의 착용형 로봇의 제어 장치 및 방법 10-1656739(등록)

진정마취심도 모니터링 방법 및 그 장치 10-2016-0176609(출원)

충돌 위험 경고 장치 및 방법 10-2016-0142927(출원)

귀착용형 뇌파 검사 장비를 이용한 뇌파 측정 장치 및 방법 10-2016-0134116(출원)

뇌-컴퓨터 인터페이싱을 위한 분류기 제공 방법 및 장치 10-2016-0126945(출원)

사용자를 위한 항목을 추천하는 장치 및 방법 10-2016-0117551(출원)

뇌 신호에 따른 움직임 의도인지 방법 및 장치 10-2016-0116234(출원)

움직임 의도인지를 위한 BCI 기술에서 피검체에 최적화된 주파수 영역을 결정하는 방법 및 그 장치 10-2017-0014912(출원)

복수의 뇌 신호에 대한 공통 패턴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 10-2017-0014930(출원)

한재호 광음향 기반 융합 영상촬영장치 10-1669943(등록)

essay

이름 : 이민지 

장소 :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기간 : 2016년 6월 15일 ~ 2016년 11월 30일

● 해외 연수 후기

이름 : 김정우, 이민호

장소 : Z‥urich, 스위스

기간 : 2016년 10월 8일

ETHZ의 주최로 개최된 일종의 패럴림픽인 Cybathlon에 참가하기 위해 스위스에 방문하였고, 우리는 사지마비 장애인이 파일럿으로 참가하

여 자발적인 뇌 신호 발현과 분석을 통해 가상의 아바타를 결승 지점에 가장 빨리 도착하게 하는 BCI Race에 참가하였다. 뇌 신호 측정 방

법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EEG를 이용하여 참가하였다. 거의 1년을 준비한 대회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그만큼 많은 걱

정이 있었다. 장애인 파일럿의 뇌 신호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뇌 신호 생성 방법이나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하였고,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것이 부족했던 것 같다. 비록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논문만을 쓰기 위한 연구실 환경에서 벗어나서 해외의 다른 연구원들과 실용적 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

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 국제 대회 출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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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코너

26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이름 : 곽노상

장소 :  Segovia, 스페인

기간 : 2016년 10월 18일~10월 21일

이름 : 원동옥

장소 :  Budapest, 헝가리리

기간 : 2016년 10월 9일~10월 12일

스페인 Segovia에서 개최한 International Symposium on Wearable Robotics(WeRob2016)에 참가하여 구두 발표를 진행 하였다. 이 심포

지엄은 착용형 로봇과 관련된 뇌-기계 인터페이스, 신경 보철 로봇, 재활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기술에 대해서 토

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자리이다. "Neural interfacing with wearable robots" 주제의 세션에서 현재 진행중인 딥러닝 기반의 뇌 신호 

분석을 통한 착용형 보행 로봇 제어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고 해외 석학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연구분야의 사

람들이 뇌 신호 처리를 위한 딥러닝 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매우 인상 깊었다. 이번 WeRob2016 학회 참석을 통하여 착용형 로봇 

응용 분야의 최신 기술들과 연구 동향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올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학회에 참석하여  Classification of 

Movement-related Cortical Potentials for Multi-Command Control based on Brain-Machine Interface 및 Analysis of 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based on Viewing Distance Changes for Brain-Machine Interface Speller 논문의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한 논문

의 내용은 동작과 관련된 뇌 신호를 이용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거리 변화에 강인한 시각 자극 기반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와 관련하여 구두발표를 통해 세계적인 석학들의 좋은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의 문제점

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참여코너

● 국제 학술대회 후기 

이름 : 이동규

장소 :  Cancun, 멕시코

기간 : 2016년 12월 4일~12월 8일

이름 : 송우혁

장소 :  Cancun, 멕시코

기간 : 2016년 12월 4일~12월 8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tion 2016 학회에 참석하여 딥러닝 기반의 사람 상호 행동 예

측 방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사전에 학습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활용하여 로우레벨 특징을 추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sub-volume relationship descriptor라는 중간레벨 기술자를 재구성 하여 아직 관측이 완료되지 않은 진행중인 사람의 행동 영상에 대하여 

그 종류를 사전에 판별하여 예측하는 연구이다. Poster session에서 발표를 진행하였고, 해당 학회에 참가한 다수의 연구자들과 의미 있

는 토론 및 상호질의응답을 수행하였다. 학회를 통하여 얻은 경험은 향후 해당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ICP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에 참가하여 기계 학습과 패턴 인식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

구자들의 성과와 그 동향을 알 수 있었다. 기계 학습이라는 분야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적용됨을 알 수 있어 동기 부여가 많이 되

었다. 특히 현재 수행하고 있는 ADD 과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image descriptor나 outlier removal 관련 연구를 주의 깊게 살펴 보았다. 비

록 발표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참석해 보는 국제 학회였는데 포스터 세션 때 참가자들의 뜨거운 학구열을 느낄 수 있었다. 관

심 있는 연구는 직접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좋은 연구를 해서 국제 학회에 연구 성과를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BCE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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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 뇌 캠프 여름학교

- 주최: 한국뇌캠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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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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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뇌과학연구센터, POSTECH 뇌연구센터

- 일시: 2017년 7월 10일 - 14일 (예정)

- 참가대상: 2017년 한국뇌캠프 동상 이상 입상자 10명 대상

- 홈페이지: https://www.kbso.org/ 

The 6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2018)

- 일시: 2018년 1월 15일(월) - 17일(수)

- 장소: High1 Resor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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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 고려대학교 BK21+ 뇌공학연구사업단, 인공지능소사이어티, 한국뇌교육학회

- 홈페이지: http://bci.korea.ac.kr 

BCE Information
일정

2017년 1학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콜로퀴엄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5 - 6시 

- 장소: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통신관 601호 

- 주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뇌공학연구소, 인공지능 대학ICT연구센터 

- 후원: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뇌공학글로벌SW인재양성사업단,  

뇌인지과학융합전공 

*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무료 강좌임

2017학년도 후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 과정 신입생 모집

- 입시설명회: 2017년 3월 23일(목) 

- 지원서 입력: 2017년 4월 3일(월) - 7일(금) 

- 서류 접수: 2017년 4월 3일(월) - 12일(수) 

- 구술 시험: 2017년 5월 6일(토) 

- 합격자 발표: 2017년 6월 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