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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더운 공기가 차츰 시원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2009년 사업단이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뇌공학과와 사업단, 연구소 구성원 모두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뇌-인공지능 인터페이스 연구센터를 개소하였고, 내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는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가 개최됩니다. 평창동계올림

픽 보다 먼저 평창에서 그 여섯 번째 연구성과를 국내외 연구진과 함께 논의할 예정으로 뇌-컴

퓨터 인터페이스 및 관련 응용 분야에서 하나의 시그니처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뇌융합 연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뇌공학자들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 드리며, 풍성한 가을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정지채

BK21Plus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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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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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1명 임용
09월   인공지능 심포지엄 개최
12월   뇌인지공학 최신연구동향 출간 (Spring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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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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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04월 고려대학교 뇌-인공지능인터페이스 연구센터 개소

2020년 이후

뇌공학 분야 글로벌 Top 10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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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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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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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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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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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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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RAIN & 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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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한재호  

Biophotonic Sensors, Endoscopic Imaging, Surgical Robot

이종환  

뇌신호처리, 기능자기공명영상, 기계 학습 

곽지현  

뉴로모픽 신경계 모델링, 계산신경과학, 전기신경생리학 

민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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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 Wallraven

Psychophysics, Cognitive Systems

이성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딥 러닝, 패턴 인식

김동주

Mathematical Brain Modelling, Functional Cerebral Monitoring

김상희  

인지신경과학, 감성측정, 감성조절 뇌훈련

Klaus-Robert Mueller    

Brain-Computer Interface, Machine Learning

석흥일  

기계학습, 뇌영상 기반 뇌질환 진단, 비침습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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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뇌파(EEG)에 담긴 인지적, 의식적 속성, 특히 자극이 제시

되기 전의 의도나 하향식 (top-down)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뇌파 연구와 이를 통

해 차세대 인지적 (cognitive) 뇌-기계 인터페이스 (brain-machine interface; BMI)

에 적용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뇌파 신호로 추출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두개골을 투과하는 집속 초음파 (focused ultrasound) 자극과 같은, 비

침습적인 뇌신경/인지 기능 제어 방법을 통해서, 뇌 속으로의 신호 전달 (machine-

brain interface; MBI) 및 신경 기능 제어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뇌파 기반의 BMI와 

초음파 기반의 MBI를 융합하여, 뇌로부터 뇌로의 신호 전달 방법인 brain-to-brain 

interface에 대한 연구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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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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학기 국·내외 연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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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송 170620 2017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석박사통합과정

2 강혁묵 170517 VSS2017 석박사통합과정

3 곽인엽 170806 ~ 170811 ICML 2017 박사과정

4 김근태 170706 ~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석박사통합과정

5
김동율

170625 ~ 170629 2017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박사과정

6 170706 ~ 170709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박사과정

7 김범채 170706 ~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석사과정

8 김용정 170806 ~ 170811 ICML 2017 석박사통합과정

9 김은지 170324 ~ 170325 2017년 제22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석박사통합과정

10 김학승 170706 ~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석박사통합과정

11 김현지 170324 ~ 170325 2017년 제21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석박사통합과정

12

김현철

170621 ~ 170623 The 7th International Workshop on Pattern Recognition in Neuroimaging 석박사통합과정

13 170625 ~ 170629 2017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석박사통합과정

14 170703 ~ 170705
2nd Workshop on 사용자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는 지능형 인터랙션 기술 연
구개발 SHE&I with Communication, Empathy, Sharing, Leading and Autonomy

석박사통합과정

15 남우정 170806 ~ 170811 ICML 2017 석박사통합과정

16 방지선 170806 ~ 170811 ICML 2017 석박사통합과정

17
안민희

170527 제31회 한국 인지과학 학술대회 박사과정

18 170706 ~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박사과정

19 염슬기 170806 ~ 170811 ICML 2017 박사과정

20 왕인내 170324 ~ 170325 2017년 제22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석박사통합과정

21 유형석 170507 ARVO2017 석박사통합과정

22 윤다혜 170706 ~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석사과정

23 이건희 170806 ~ 170811 ICML 2017 석박사통합과정

24
이민지

170706 ~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박사과정

25 170711 ~ 170715 IEEE EMBC 2017 박사과정

26 이민호 170806 ~ 170811 ICML 2017 석박사통합과정

27 이상훈 170806 ~ 170811 ICML 2017 석박사통합과정

28 이은호 170620 2017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석사과정

29 이재동 170830 ~ 170831 The 20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 석박사통합과정

30
이주현

170621 ~ 170623 The 7th International Workshop on Pattern Recognition in Neuroimaging 석박사통합과정

31 170625 ~ 170629 2017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석박사통합과정

32
장현재

170715 ~ 170720 26th Annual Computational Neuroscience Meeting 박사과정

33 170719 ~ 170722 University of Oxford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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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및 

행정

교무 및 

행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BRI502 인지뇌과학입문(영강) 민병경 3

BRI507 기계학습입문(영강) 석흥일 3

BRI509 뇌신호처리입문 홍민석 3

BRI510 뇌공학을위한확률통계학 윤인식 3

BRI511 신경과학(영강) 김동주 3

BRI515 응용수학의기초(영강) C. Wallraven 3

BRI518 응용수학의기초II 박정훈 3

BRI631 신경윤리학(영강) 김동주 3

BRI633 뇌파분석(영강) 민병경 3

BRI641 딥러닝이론(영강) 이종환 3

BRI715 뇌공학세미나I(영강) 이성환 1

BRI721 영어논문작성법(영강) 정지채 3

BRI728 현장연구실습2(영강) 이성환, D. Shen, K.-R. Mueller 3

BRI729 딥러닝특론 이성환, 설상훈, 석흥일 3

● 2017년 2학기 개설과목

학위 이름 논문제목

박사 장현재
Gating of Neural Code Transformation and Propagation by Feedforward and Feedback Inhibitory Network in 
Feedforward Neural Network Model

박사 최선영
Investigating Differences of Behavioral and Neuronal Mechanism according to L2 Proficiency in Korean-
English Bilinguals

석사 기영진 
A Hierarchical Classification Strategy for Robust Detection of Passive/Active Mental State using User-Volun-
tary Pitch Imagery Task

석사 김선민 Instance Selection from Continuous EEG Data for Minimizing Calibration Time in Motor Imagery-based BCI

석사 김성현 Development of Neuromorphic Neural Network Model and Robot for Spatial Navigation

석사 이석민 Brain-Computer Interface for Detection of Braking Intention using Recurren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석사 Furat Alahmad Haptic and Visual Processing of Simple and Complex Stimuli: From Braille to Novel Objects

● 2017년 1학기 학위취득자 목록

● 2017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원현황

339,640,980총계

조교장학금

일반장학금

BK21+장학금

기타장학금

232,708,980(27명)

3,750,000(03명)

75,867,000(11명)

27,315,000(12명)

연번 이름 방문일자 방문기관 학위과정

34 전은지 170620 2017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석사과정

35 정지훈 170706 ~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석박사통합과정

36
정홍규

170608 ~ 170609 2017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박사과정

37 170721 ~ 170728 CVPR 2017 박사과정

38 정효원 170830 ~ 170831 The 20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 석사과정

39 조성만 170706 ~ 170709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석박사통합과정

40 최준식 170706 ~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석박사통합과정

41
허다운

170625 ~ 170629 2017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석사과정

42 170706 ~ 170709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석사과정

43 홍유성 170629 ~ 170701 2017 대한전자공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석박사통합과정

44 Lua Ngo 170714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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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 입시설명회: 2017년 9월 28일(목) 

· 지원서 입력: 2017년 10월 10일(화) - 13일(금) 

· 서류 접수: 2017년 10월 10일(화) - 18일(수) 

· 구술 시험: 2017년 11월 11일(토) 

· 합격자 발표: 2017년 12월 8일(금)

●  2018학년도 후기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모집  

학과/사업단

2017년 후기 모집 신입생 입시설명회가 2017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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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뇌공학과 대학원 입시설명회 개최

●  정지채 교수, BK21Plus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

단장 취임

연구 하이라이트 과제수주/산학협력

연구 하이라이트

김동주 교수의 논문, Abilities of a Densi-

tometric Analysis of Computed Tomogra-

phy Images and Hemorrhagic Parameters 

to Predict Outcome Favorability in Patients 

with Intracerebral Hemorrhage이 Surgery 

분야 IF 상위 10% 저널인 Neurosurgery에 

게재 허가되었습니다.

민병경 교수의 새 연구, Individual Identi-

fication using Cognitive Electroencephalo-

graphic Neurodynamic와 Harnessing Pre-

frontal Cognitive Signals for Brain-machine 

Interfaces가 각각 Biotechnology & Applied 

Microbiology와 Computer Science, Theory 

& Methods 분야 IF 상위 10% 이내 저널인 

Trends in Biotechnology와 IEEE Trans. on 

Information Forensics and Security에 게재 허가되었습니다. 

2017년 8월 1일자로 BK21Plus 뇌공학

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장에 정지채 교수가 

사업단장에 취임했다.

새로 취임한 정지채 교수는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전기공학박사 학위 이후, 세계

적인 연구기관인 벨연구소를 거쳐 1995년

부터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 역임하고 있으

며, 2008년부터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

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진행한 2017년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기반SW컴퓨팅 지정공모형 과제 중 “비침습 

BCI 기반의 뇌인지컴퓨팅 기술 개발”의 총괄 과제명을 가지는 병렬형 과

제에서 “(2세부)딥러닝을 이용하여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BCI 기반 뇌

인지컴퓨팅 기술 개발”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2017년 부터 2023

년까지 총 7년간 진행된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관련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

는 ㈜SK텔레콤과의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산학협력을 통해 인

공지능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수 인력

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성환 교수의 새 연구, Motion-based 

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for Gaze-

Independent Brain-Computer Interfaces와 

Multiple Functional Networks Modeling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Diagnosis가 각

각 Rehabilitation 분야 IF 상위 10% (65개 중 

4위) 저널인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과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Radiology 분야 IF 상위 10% (126개 중 12

위) 저널인 Human Brain Mapping에 게재 허가되었습니다.

한재호 교수의 논문, Real-Time Triple 

Filed of View Interferometry for Scan-Free 

Monitoring of Multiple Objects가 Mechani-

cal Engineering 분야 IF 상위 10% 저널인 

IEEE/ASME Trans. on Mechatronics에 게

재 허가되었습니다.

김동주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Neurosurgery에 게재 허가

민병경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Trends 

in Biotechnology와 IEEE Trans. on Information 

Forensics and Security에 게재 허가

이성환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

발사업 선정

이성환 교수, 주식회사 SK텔레콤과 산학협력계약 체결

이성환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

neering과 Human Brain Mapping에 게재 허가

한재호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IEEE/

ASME Trans. on Mechatronics에 게재 허가

학과소식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 제목:  Brain Computer Interfaces:  

Current and Perspective Medical 

Applications

- 연사:  Cuntai Guan 교수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일자: 2017년 6월 5일(월) 오후 5시

- 장소: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601호

- 제목:  Riemannian Geometry for Classifica-

tion of EEG-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Data

- 연사:  Marco Congedo 박사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 일자:  2017년 7월 10일(월) 오전 11시

- 장소: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604호 

뉴스브리핑

한국금융신문이 오는 23일 개최하는 ‘2017 한국금융미래포럼: 4차 산

업혁명과 기업가치의 변화’에서 ‘AI를 통한 생산혁명’이라는 주제로 강연

에 나서는 이성환 학회장은 “인공지능은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기업의 새

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학문분야를 벗어나 사람·사물·공간을 

초연결해 산업구조 전반의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Watson)을 예로 들고 있다. 왓슨은 

인공지능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음성 인식 기반 기술 중 세계 최고 수준

의 질의응답 플랫폼이다. 미국에서는 애플·존슨앤드존슨·힐튼호텔 등

의 기업과 손잡고 의료·케어·여행·스포츠 등의 많은 분야에서 융합돼 

사용되고 있다. 특히 왓슨을 활용한 암진단 정확도는 대장암 98%, 방광암 

91%, 췌장암 94%, 자궁경부암 100%로, 전문의 초기 오진 비율인 20% 보

다 훨씬 높았다고 이 학회장은 설명한다. 

이 학회장은 “인공지능 시장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기존 산업과 융합해 

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형태로 산업 전반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학회장은 가장 빠르게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는 분야로 금융산업

을 주목한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AI 분석 회사인 ‘켄
쇼’를 인수했다. 켄쇼는 기사와 자료 검색부터 시장 동향분석, 투자 조언까

지 제공하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골드만삭스는 50만 

달러(약 5억 26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전문 애널리스트가 40시간에 걸쳐 

하는 작업을 켄쇼는 몇 분 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학회장은 “골드만삭스는 과거 트레이더가 600명에 달했으나 현재

는 2명으로 줄었다”며 “금융분야에 도입된 인공지능은 발전 가능성이 매

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약 5억 원의 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를 대체할 

수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의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한 대처 능력과 대형 금융회사의 시

장 독식은 우려되는 점으로 지적됐다. 이 학회장은 “인공지능은 2010년

부터 도입되기 시작돼 장기 사이클을 경험하지 못한 데이터 중심으로 설

계됐다”고 설명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데이터 부족을 해결할 능력 검증 필

요와 고객의 충분한 프로필 확보에 대한 필요성 설명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국금융신문  

[2017 한국금융미래포럼]"인공지능, '산업의 벽' 허문다"

(관련 기사 전문: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8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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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2017년 1학기 콜로퀴엄

·�연사: 임영익 변호사  

(인텔리콘법률사무소)

·�제목: Artificial Intelligent Attorney (How AI is 

used in law)

>> 4월 3일(월)

·�연사: 황한정 교수  

(금오공과대학교 메디컬IT융합공학과)

·�제목: Eyes-Closed Brain-Computer Interface

>> 3월 13일(월)

·�연사: 최지현 책임연구원  

(KIST 뇌과학연구소)

·�제목: Mechanisms of Prefrontal Gamma 

Oscillation

>> 4월 24일(월) 

·�연사: 김창수 교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제목: Object Segmentation and Tracking

>> 5월 15일(월) 

·�연사: 이기성 교수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제목: Gamma Imaging Technologies for 

Medical Applications

>> 5월 29일(월) 

·�연사: 남호성 교수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제목: Toward Machines with Tongue

>> 3월 20일(월) 

·�연사: 김영섬 대표이사  

((주)코난테크놀로지)

·�제목: Innovative Digital Broadcasting!

>> 5월 1일(월)  

·�연사: 이성환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제목: Brain and Cognitive Computing with 

Deep Learning and Brain-Computer Interface

>>  3월 6일(월)

·�연사: 김경중 교수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제목: Computational Intelligence for Game 

Playing 

>> 3월 27일(월) 

·�연사: 이종현 팀장  

(시너지IB투자(주))

·�제목: Seed Stage Bio Investment Strategy

>> 4월 17일(월)

·�연사: 김성도 교수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제목: Semi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Search for Some Epistemological Interfaces

>> 5월 8일(월) 

석·박사통합과정 김현지 학생, 2017년 제21차 대한

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연구발표상 수상

패턴인식 연구실(지도교수: 이성환)의 윤다혜 학생이 투고한 "행동의 

시간적 서브클래스 모델링 기반 비디오 스트림에서의 실시간 행동 검출 

(Modeling Temporal Subclasses of Action for Online Action Localization 

from Untrimmed Video Stream)" 논문이 한국뇌공학회가 주최한 2017 뇌

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석사과정 윤다혜 학생,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우수논문상 수상

Clinical Neuro-modeling 연구실(지도교수: 김동주)의 김현지 학생이 

투고한 "plateau wave가 나타난 환자들의 두개내압 및 동맥혈압의 펄스 

파형 분석" 논문이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가 주최한 제21차 대한임상신경

생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발표논문상을 수상하였다.

>> 4월 10일(월) 

·�연사: 박중진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제목: Genetic Approaches to Improve Learn-

ing Ability in Fruit Flies

>> 5월 22일(월)

·�연사: 김태형 책임연구원  

(KT 융합기술원)

·�제목: Present and Future of Contemporary 

Spoken Dialo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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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및 세미나

2017년 한국 뇌캠프 여름학교가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

지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208호에서 진행되었

다. 이번 여름학교는 지난 2월 10일에 개최한 제8회 한국 뇌캠

프의 고등부 동상 이상 입상자 10명이 참가했으며, 해부학, 생

리학, 뇌공학, 뇌질환 및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은 후, 

성취도 평가를 하였다. 국제 뇌올림피아드에 참가할 국내 대표

가 선발된 이번 여름학교에서는 개포고 심소연 학생이 한국 대

표로 최종 선발되어, 지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17 국제 뇌올림피아드에 참가해 23개국의 대

표들과 함께 경쟁을 펼쳤다. 한편, 한국뇌캠프위원회는 매년 여

름학교를 통해 국내 대표로 선발되는 학생의 선전을 위해 왕

복항공료, 체재비, 등록비 등 소요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7월 27일(목) International AI Curling Robot Workshop이 고려

대학교 우정정보관 604호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의 컬링 로봇 연구기관인 

The University of Electro-Communications, Hokkaido University, Shin-

shu University에서 초청된 연구진 Ito 교수, Yamamoto 교수, Kawamura 

교수와 연구원들과 UNIST, DGIST, 영남대, 고려대, (주)NT로봇, (주)마농

탄토 등 국내 연구원들과 함께 자리하여 진행 중인 컬링 로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관련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토

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7년 한국 뇌 캠프 여름학교 개최

● International AI Curling Robot Workshop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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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2017. 03 - 2017. 08)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D. Shen, 이성환

A Hierarchical Feature and Sample Selection Framework and Its Application for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Scientific Reports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64개 중 10위

Extraction of Dynamic Functional Connectivity from Brain Grey Matter and White 
matter for MCI Classification

Human Brain Mapping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Radiology 분야 저널 126개 중 12위

Reduced White Matter Integrity in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 Diffusion 
Tensor Imaging Study

Scientific Reports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64개 중 10위

이성환

Compositional Interaction Descriptor for Human Interaction Recognition Neurocomputing
Computer Science 전분야 497개
중 6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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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Mining and Knowledge 
Discovery

Computer Science 전분야 497개 
저널 중 78위

IF 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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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 논문게재 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총 18편 IF 10% 13편, IF 20% 5편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D. Shen, 석흥일,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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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al Image Analysis
Computer Science 전분야 497개 
저널 중 35위

Deep Ensemble Learning of Sparse Regression Models for Brain Disease 
Diagnosis

Medical Image Analysis
Computer Science 전분야 497개 
저널 중 35위

김동주

Abilities of a Densitometric Analysis of Computed Tomography Images and 
Hemorrhagic Parameters to Predict Outcome Favorability in Patients With 
Intracerebral Hemorrhage

Neurosurgery Surgery 분야 196개 저널 중 IF 9위

Cerebrovascular Pressure Reactivity Monitoring using Wavelet Analysis in 
Traumatic Brain Injury Patients: A Retrospective Study

PLoS Medicine
General & Internal Medicine 분야 
154개 저널 중 7위

민병경 Harnessing Prefrontal Cognitive Signals for Brain-Machine Interfaces Trends in Biotechnology
Biotechnology & Applied Microbiol-
ogy 분야 161개 저널 중 IF 3위

민병경, 석흥일, 
이성환

Individual Identification using Cognitive Electroencephalographic Neurodynamics
IEEE Trans. on Information 
Forensics & Security

Computer Science 전분야 497개 
저널 중 3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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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medical Engineering 분야 77개 
저널 중 1위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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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er Science 전분야 497개 
저널 중 5위

A Robust Lane Detection Method Based on Vanishing Point Estimation Using the 
Relevance of Line Segments

IEEE Tra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Civil Engineering 분야 125개 저널 
중 6위

Motion-based 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for Gaze-Independent Brain-
Computer Interfaces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habilitation 분야 65개 저널 중 4위

Multiple Functional Networks Modeling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Diagnosis Human Brain Mapping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Radiology 분야 
126개 저널 중 12위

한재호

In Vitro Monitoring of a Cultured Human Retinal Pigment Epithelium Using 
1375-nm Spectral-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EEE/OSA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249개 저널 중 IF 2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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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ASME Trans. on 
Mechatronics

Mechanical Engineering 분야 130개 
저널 중 IF 3위

IF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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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2017. 03 - 2017. 08)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구분

이성환

170630 제9회 BCC 라운드테이블 미팅 초청강연 창의공학연구원 한국 뇌인지컴퓨팅 연구 현황 소개 국내

170717
KU Medical Image Data Center 개소 
심포지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국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산학연구의 현재 국내

170724 위세아이텍 초청강연 위세아이텍 한국 고려대학교 패턴인식 연구실 인공지능 연구 현황 소개 국내

170728 전북대학교 초청강연 전북대학교 한국
고려대학교 패턴인식 연구실에서 진행중인 인공지능 및 
뇌공학 연구 현황 소개

국내

이종환

170305
-
170309

The 42n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IEEE 미국
Evaluation of Weight Sparsity Regularization Schemes of 
Deep Neural Networks Applied to Functional 
Neuroimaging Data

국제

170323
-
170325

The 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22nd Scientific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한국
Deep Learning Approaches to Functional MRI Data 
Analysis

국제

170425
International Society for Magnetic Reso-
nance in Medicine 25th Annual Meeting & 
Exhibition

ISMRM 미국
Temporal-autoencoding Neural Network Revealed the 
Underlying Functional Dynamics of fMRI Data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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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교수_초청강연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구분

민병경 170527 제31회 한국 인지과학 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한국 뇌가 바라본 딥러닝 국내

석흥일

170630 한양대학교 초청 세미나 한양대학교 한국
Hierarchical Feature Representations and Multimodal 
Fusion with Deep Learning

국내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한국뇌공학회 한국 Medical Intelligence: Imaging-based Diagnosis 국내

170713
39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IEEE 한국
Applications of Deep Learning in Medical Image 
Analysis

국제

170717
인공지능(AI) 의료진단/예측/치료 최신 분석
과 적용사례 및 도입 전략 세미나

산업교육연구소 한국 뇌질환 진단과 관련된 기계학습의 응용 사례 국내

170720 경북대학교 뇌과학연구소 초청 세미나 경북대학교 뇌과학연구소 한국 Machine Intelligence in Brain Imaging 국내

170728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방사선의학임
상연구부 세미나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 Deep Medical Image Reading 국내

170830
20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 Connectionism and Bayesianism in Machine Learning 국내

이성환

170316 국방과학연구소 초청강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전망 국내

170326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뇌과학 심포지움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한국 뇌와 컴퓨터의 접속: 기술 현황 및 미래 국내

170424 제14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 세미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 최신 동향 국내

170426 한국철도공사 초청강연 한국철도공사 한국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다 국내

170510 카이스트 초청강연 카이스트 한국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연구 현황 국내

170517 서울대학교 초청강연 서울대학교 한국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인공지능과 뇌과학의 만남 국내

170523 2017 한국금융미래포럼 한국금융신문사 한국 AI를 통한 생산혁명 국내

170601 제3기 교육· 복지민관협의회 세미나 서울시청 한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방향 국내

170612 코레일 초청강연 코레일 한국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다 국내

170628 한화S&C CIO FORUM 한화S&C 한국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다: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및 전망 국내

교수_포스터발표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구분

곽지현

170717
26th Annual Computational Neuroscience 
Meeting

Organization for Compu-
tational Neuroscience

벨기에

Propagation of Spatio-temporally Complex Spike 
Pattern in Feedforward Network of the Barrel Cortex: In 
Vitro Multi-electrode Array and In Silico Neural Network 
Model Study

국제

170830 
- 
170831

The 20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
The Effect of Aβ1-42 Oligomers on the Intrinsic 
Properties of Hippocampal Somatostatin-positive 
Interneurons

국제

170830 
- 
170831

The 20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
Synaptic Layer-dependent Modulation of CCh-induced 
Theta Oscillation by CB1 Receptor in the Hippocampal 
CA1 Region In Vitro

국제

이종환
170625
-
170629

2017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캐나다
Auto-encoders Denoise bBood Oxygenation 
Level-dependent Signals and Improve Group Inference

국제

한재호

170420 한국현미경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현미경학회 한국 배양 망막색소 상피조직 세포의 생체외 모니터링 국내

170531
Digital Holography & 3-D Imaging Confer-
ence

Optical Society of 
America

한국
Extending Image Area in Quasi-Common-Path Phase 
Microscopy

국내

170608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대회 한국광학회 한국 간섭 영상의 공간주파수 다중화 방식 최적화 설계 국내

170714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IEEE 한국
Deep Learning Application in Blood Vessel 
Segmentation of Retinal Fundus Images: A Spatial 
Boosting Model

국제

C. 
Wallraven

170523 VSS2017 Vision Sciences Society 미국
An fMRI Analysis of Subjective Experience during 
Immersive Gaming

국제

초청강연 24회

포스터발표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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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김동주 김현지
170324 
-
170325

2017년 제21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Pulse Waveform Analyses of Arterial Blood Pressure and 
Intracranial Pressure in Patients with Plateau Wave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이종환 김현철

170305
-
170309

The 42n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IEEE 미국
Evaluation of Weight Sparsity Regularization Schemes of Deep 
Neural Networks Applied to Functional Neuroimaging Data

170625
-
170629

2017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캐나다
Deep Neural Network Predicts Emotional Responses using Whole 
Brain Neuronal Activations

C. 
Wallraven

강혁묵 170517 VSS2017
Vision 
Sciences 
Society

미국
Touch Dominates Vision in a Shape Processing Task - A 
Virtual-reality Study

(2) 대학원생 학술활동 실적

대학원생_포스터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곽지현

장현재
170715 
-
170720

26th Annual Computational Neuroscience 
Meeting

Organization for 
Computational 
Neuroscience

벨기에

Propagation of Spatio-temporally Complex Spike 
Pattern in Feedforward Network of the Barrel Cortex: in 
Vitro Multi-electrode Array and in Silico Neural Network 
Model Study

이재동
170830 
-
170831

The 20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 
Co-organized by the Korean Society for 
Neurodegenerative Disease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
The Effect of Aβ1-42 Oligomers on the Intrinsic 
Properties of Hippocampal Somatostatin-positive 
Interneurons

정효원
170830 
-
170831

The 20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 
Co-organized by the Korean Society for 
Neurodegenerative Disease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
Synaptic Layer-dependent Modulation of CCh-induced 
Theta Oscillation by CB1 Receptor in the Hippocampal 
CA1 Region In Vitro

이성환 이민지
170711 
-
170715

IEEE EMBC 2017 한국뇌공학회
Change in Functional Networks for Transitions between 
States of Consciousness during Midazolam-induced 
Sedation

이종환

김현철
170621
-
170623

The 7th International Workshop on Pattern 
Recognition in Neuroimaging

PRNI 캐나다
Deep Neural Network Can Predict an Emotional 
Response Measured via Functional MRI 

김동율
170625
-
170629

2017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캐나다
Estimation of Task Related Regions from Default Mode 
Networks in the Realtime fMRI Settings

허다운
170625
-
170629

2017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캐나다
Neuronal Circuitry from Electronic Cigarette Use from 
Psychophysiological Interaction Analysis

조성만
170625
-
170629

2017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캐나다
Evaluation of MR-compatible E-cigarette Smoking 
Equipment to Use in an MRI Environment

한재호
Lua 
Ngo

170714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IEEE 한국
Deep Learning Application in Blood Vessel 
Segmentation of  Retinal Fundus Images: A Spatial 
Boosting Model

C. 
Wallraven

유형석 170507 ARVO2017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in 
Vision and 
Ophthalmology

미국
Out of the Blue: Effects of Bluefiltering Lenses on EEG 
and Eye Movements during Reading

구두발표 총 3편     국제 2편, 국내 1편

포스터발표 총 27편    국제 21편, 국내 6편

Organization Human Brain Mapping 2017 국제 학회에서 발표 중인 

김현철 학생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에서 

포스터 세션의 발표 진행한 정지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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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대학원생_ 포스터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김동주

김은지
170324
-
170325

2017년 제22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Densitometric and Volumetric Parameters in Predicting 
Outcome Favorability in Elderly ICH Patients

왕인내
170324
-
170325

2017년 제22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Detecting Artifacts in Arterial Blood Pressure using a Deep 
Belief Network

김학승
170706 
-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한국뇌공학회
Improvement of the Prognostic Capacities of Factors based on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Abnormality in Severe Head 
Injury Patients via Deep Belief Network

민병경 안민희

170527 제31회 한국 인지과학 학술대회 한국인지과학회 Top-down Cognitive Brain-Fingerprint Technology

170706 
-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한국뇌공학회 SSVEP-based Individual Authentication

석흥일

전은지 170620 2017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한국정보과학회 휴지-상태 fMRI 영상에서의 동적 특징 추출 및 자폐증 조기 진단

이은호 170620 2017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한국정보과학회
쌓아올린 잡음제거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진단 및 
관심 영역별 정량적 분석 모델

강은송 170620 2017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한국정보과학회
딥러닝 기반 기능적 뇌 영상 분석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 
프레임워크

최준식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한국뇌공학회 딥러닝 기반의 고해상도 자기공명영상 재구성

김범채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한국뇌공학회 위양성 폐결절 검출 감소를 위한 횡단면 채널 2D CNN

이성환

정홍규
170608
-
170609

2017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한국뇌공학회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 항공 영상 분류 알고리즘의 최신 연구 동향

김근태
170706 
-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Estimation of Hand Movements based on Electromyogram 
Signals using User-Adaptiv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윤다혜
170706 
-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한국뇌공학회
Modeling Temporal Subclasses of Action for Online Action 
Localization from Untrimmed Video Stream

이민지
170706 
-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한국뇌공학회
Estimating Levels of Sleep Consciousness based on Brain 
Functional Connectivity using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이성환 정지훈
170706 
- 
170707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한국뇌공학회
A Single-Trial EEG Analysis for User-Dependent Robotic 
Exoskeleton Control

이종환

김현철
170703
-
170705

2nd Workshop on 사용자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는 지능형 인터랙션 기술 연구개발 
SHE&I with Communication, Empathy, 
Sharing, Leading and Autonomy

경북대학교
Human Emotion Prediction via Deep Neural Network using the 
Whole Brain fMRI Data

김동율
170706
-
170709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한국뇌공학회
Estimation of Task-Related Regions from Default-mode 
Networks in the Real-time fMRI Settings

김현철
170706
-
170709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한국뇌공학회
Human Emotion Prediction via Deep Neural Network using the 
Whole Brain fMRI Data

허다운
170706
-
170709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한국뇌공학회
Distinct Neuronal Responses Differences between Electronic 
Cigarette and Regular/Tobacco Cigarette: fMRI Study

조성만
170706
-
170709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 한국뇌공학회
Evaluation of MR-compatible E-cigarette Smoking Equipment 
to Use in an MRI Environment

정지채 홍유성
170629
-
170701

2017 대한전자공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대한전자공학회
Memristive Neural Network Using Bias Input to Compensate 
Memristor De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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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3) 특허 등록 (출원) 

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출원) 번호

김동주

컴퓨터 단층촬영 이미지의 밀도 분석 방법 9675313(해외등록)

동맥 혈압 파형의 특징점을 이용한 두개내압 파형의 피크 검출 장치 및 방법 10-1746159(등록)

민병경

문맥 인식형 뇌-기계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2017- 0057479(출원)

전전두엽 기반 인지적 뇌-기계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2017-0044695(출원)

석흥일 흉부 단층영상에서 검색된 폐결절의 암 진단 보조 시스템 및 프로그램 DP-2016-0250(등록)

이성환

뇌 신호에 따른 움직임 의도인지 방법 및 장치 10-2017-0027290(출원)

뇌-컴퓨터 인터페이싱을 위한 분류기 제공 방법 및 장치 10-2017-0036206(출원)

집중력 향상을 위한 뉴로-피드백 장치 및 방법 10-1731471(등록)

객체에 대한 행동 탐지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행동 탐지 방법 10-1731461(등록)

거리 변화를 고려한 안정 상태 시각 유발 전위 기반 뇌파 분석 장치 및 방법 10-1720766(등록)

객체에 대한 이상 행동 예측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이상 행동 예측 방법 10-1720781(등록)

뇌운동관련전위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1714708(등록)

한재호 광음향 영상 시스템용 스테이지 및 광음향 영상 시스템 10-1705645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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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홍규

행사명 :  2017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장소 : 미국

기간 : 2017년 7월 21일~7월 28일

이름 : 이민지

행사명 :  39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장소 :  한국

기간 : 2017년 7월 11일~7월 15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IEEE CVPR 2017에 참석해 컴퓨터 비전 및 패턴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공부하고 왔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인 만큼 최고의 대학과 기업들에 속한 연구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많은 사람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나도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향후 연구 동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지식을 이해하고 흡수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왔다.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에게 설명을 부탁 했을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고, 내 

연구 분야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러한 연구적 토론에 더하여, Google, NVIDIA, IBM과 같이 세계

적인 IT 기업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관련 제품을 시연해보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몸소 느끼고 자극을 받은 

경험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박사 과정 동안 이루어내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긴 뜻 깊은 해외 연수였다.

제주도에서 개최된 39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

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IEEE EMBC 2017) 학회에 참석하

여 ‘Brain Physiology and Modeling’ 주제의 세션에서 “Change in Functional 

Networks for Transitions between States of Consciousness during Midazolam-induced Sedation”논문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논문은 그래

프 이론에 기반하여 의식의 전이시점에서 뇌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다수의 연구자들과 의미 있는 토론 및 상호질

의응답을 수행하였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식에 대한 네트워크 연구에 대해 접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해외 석학들의 발표

를 통해 최신 기술들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향후 해당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참여코너

● 국제 학술대회 후기 

BCE 

영국 옥스포드에 위치한 University of Oxford의 계산신경과학 전문가인 Tim Vogels 교수 연구팀과 In Vivo 광유전학실험 전문가인 Michael 

Kohl 교수 연구팀에 방문하여, 신경망에서의 정보전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팀에서 계산신경과학적 모델링을 통해 얻은 시뮬

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갖는 의미와 결과가 용인 될 수 있는 모델 개발 방향에 대해 Tim Vogels 연구팀과 논의하였

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실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Michael Kohl 연구팀과 함께 논의 하였다. 본 단기

연수 방문을 통해 앞으로 실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연관시켜 신경망에서의 정보 전달에 관한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ssay

이름 : 장현재  

장소 : University of Oxford, 영국

기간 : 2017년 7월 19일 ~ 2017년 7월 22일

● 해외 연수 후기

이름 : 이상훈

행사명 : 3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장소 : 호주

기간 : 2017년 8월 6일 ~ 8월 10일

시드니에서 개최된 2017 ICML에 참석하여, 강화학습 및 게임 인공지능과 관련된 발표를 들

었다. 강화학습 튜토리얼을 통해 모델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과 강화학습에 딥러닝 기술을 적

용을 시작한 Deep Q-Networks(DQN)부터 알파고에서 사용된 Policy gradient 기술과 최근 많

이 사용되는 Actor-Critic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으로는 Policy gradient

를 이용할 때 높은 Variance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좋은 data를 확보하기 위

한 새로운 Important sampling 기술 등이 소개되었고 게임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agent를 학

습하는 multi-agent 문제와 현재 관측된 환경에서 유용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Memory and 

Attention 기술 및 새롭게 관측된 상황에서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Zero-shot 기술 또

한 강화학습에 적용이 되었다.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샘플링 방법과 새로운 모

델을 배움으로서 앞으로 연구 방향을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참여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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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건희

행사명 : 3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장소 : 호주

기간 : 2017년 8월 6일 ~ 8월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2017 ICML에 참석하였다. ICML은 머신 러닝 분

야의 최고 수준 학회로 높은 수준의 다양한 기업들과 학교에서 참여하였

다. 관심 분야는 Interpretable Deep learning으로 딥러닝 내부의 블랙박

스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야였는데,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

반 지식이 많이 부족하였다. 마침 첫 날에 ‘Interpretable Machine Learn-

ing’ 이란 튜토리얼이 있었는데, 이 분야의 전반적인 기반 지식과 최근 연

구 동향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Best paper 로 

‘Understanding Black-box Predictions via Influence Functions’ 라는 논

문이 선정되었는데, 머신러닝의 블랙박스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

한 관심이 뜨거웠고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머신러

닝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혼자서는 접하기 힘든 내

용들이었다. 포스터 시간에는 저자들을 만나 궁금했던 내용들을 직접 물

어보며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기업과 학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익

한 시간이었다. 최고 수준의 기업과 학교 사람들을 직접 접하며 많은 것

을 배웠고, 또한 많은 자극도 받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 

참여코너

고려대학교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뉴스레터 2017년 가을호   031

이름 : 왕인내

행사명 :  제21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 2017년 3월 24일~3월 2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된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에 다녀

왔다. 발표한 연구는 딥러닝 기반 동맥혈압의 false alarm detection을 위한 연구로, 전반적

인 진행 방법과 기술적 방법, 임상적 유의미성을 설명하였다.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긍정적

인 반응과 함께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와 현 연구에서 아쉬운 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제들과 유사한 주

제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유사한 주제에서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다른 시각,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비교해 볼 수 있어 더 유익하였다.

● 국내 학술대회 후기 

이름 : 김현지

행사명 :  제21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 2017년 3월 24일~3월 24일

지난 2017년 3월 24일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17년 춘계 학술대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에서 plateau wave가 나타

난 환자들의 두개내압 및 동맥혈압의 펄스 파형 분석을 주제로 구연발표를 진행하였다.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는 인체의 신경 생리에 대

한 학술적인 연구와 더불어 임상에서의 진단을 위한 술기에 중점을 두는 학술 활동들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Neurophysiology, 

neuromuscular, neuro-ophthalmology등 임상에서의 다양한 신경과 연구 활동 흐름을 배울 수 있었고, source based-morphometry를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를 통해 구분하는 연구와 같이 공학적인 연구 활동도 배울 수 있어서 임상적 연구뿐만 아니라 공학적 연

구들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름 : 정지훈

행사명 :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하계 Workshop

기간 : 2017년 7월 6일~7월 7일

이번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개최한 2017 뇌와 인공지능 하계 Workshop에 참석하

여, “A Single-Trial EEG Analysis for User-Dependent Robotic Exoskeleton Control” 
이라는 논문의 주제로 포스터 세션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한 내용은 사용자가 생

각만으로 움직임을 의도할 시 발현되는 뇌파를 디코딩하여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연

구로써, 이러한 자발적 뇌 신호를 사용자 별로 추출하여 사용자 맞춤형 하지 외골격 로

봇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실제 환경에서의 외부 잡음으로 인한 

뇌파 정보의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성능이 높은 점에 대하여 다른 연구자

들의 관심과 질문을 받게 되었다. 최근에 개발된 기계학습/패턴인식 기반의 외부 잡음 

제거 기술 또는 뇌파 기반의 정확한 특징 추출 기술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

어,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름 : 김현철

행사명 : Organization Human Brain Mapping 2017

장소 : 캐나다

기간 : 2017년 6월 25일 ~ 6월 29일

캐나다에서 개최된 Organization Human Brain Mapping 2017 (OHBM 

2017) 국제 학회에서 “Deep Neural Network Predicts Emotional Re-

sponses using Whole Brain Neuronal Activations”이라는 주제로 구두 발

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을 이용, 뇌영상 촬영 진행 동안 감정을 유발시

키는 소리자극을 정상인 연구참여자에게 들려주고, 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 (emotion)을 점수로 매기도록 하였다. 감정 점수는 1에서 9의 

값을 통해 각성도(arousal), 지배감(dominance), 행복·불행(valence)이 측정되며, 소리를 들었을 때의 뇌영상 데이터를 입력으로 한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연구참여자의 감정 점수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모델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계

학습 방법인 서포트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심층신경망을 통해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 매개

변수(weight parameter)의 특징(feature)들은 감정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전두엽(prefrontal area), 뇌도(insula)와 같은 뇌영역으로 관측되었

다.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모델은 정상인 뿐 아니라 신경정신병학적 장애를 갖는 환자들의 감정상태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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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뇌 캠프

- 주최: 한국뇌캠프위원회

- 주관: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한국뇌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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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뇌과학연구센터, POSTECH 뇌연구센터

- 일시: 2018년 2월 8일 - 9일 (예정)

-  참가대상: 2017년 12월 기준 국내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뇌에 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학교 당 최대 30명까지 추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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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21Plus 뇌공학연구사업단, 인공지능소사이어티, 한국뇌교육학회

- 홈페이지: http://bci.korea.ac.kr

BCE Information
일정

2017년 2학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콜로퀴엄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5 - 6시 

- 장소: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601호  

- 주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뇌공학연구소, 뇌-인공지능인터페이스 연구센터, 인공지능 대학ICT연구센터

- 후원: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뇌공학글로벌SW인재양성사업단, 뇌인지과학융합전공 

*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무료 강좌임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 과정 신입생 모집

- 입시설명회: 2017년 9월 28일(목) 

- 지원서 입력: 2017년 10월 10일(월) - 13일(금) 

- 서류 접수: 2017년 10월 10일(월) - 18일(수) 

- 구술 시험: 2017년 11월 11일(토) 

- 합격자 발표: 2017년 12월 8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