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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꽁꽁 얼어붙은 땅이 다시 녹는 봄이 왔습니다.

본 사업단은 2009년 창설된 이래 뇌공학과와 사업단, 연구소 구성원 모두가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뇌-인공지능 인터페이스 연구센터를 개소하였고, 올 1월에는 제6회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가 개최되었습니다. 점차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있는 BCI 학술대회는 아직은 그 규모는 작지만 국내외 여

러 기관에서 참석하여 응용 연구, 성과 분석 및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및  

관련 응용 분야에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관련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뇌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에도 많은 뇌공학자들의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 드리며, 활기찬 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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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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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06월    제6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개최 (독일)
09월    제1회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개최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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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월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개최
04월   고려대학교 뇌-인공지능인터페이스 연구센터 개소
07월   International AI Curiong Robot Workshop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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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09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1명 임용 (D. Kersten)

2010
03월   뇌공학과 신임 전임교원 2명 임용
08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1명 임용 (A. L. Yu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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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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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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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흥일

기계학습, 뇌영상 기반 뇌질환 진단, 비침습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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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인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딥 러닝

김동주

Mathematical Brain Modelling, Functional Cerebral Monitoring

김상희

인지신경과학, 감성측정, 감성조절 뇌훈련

Klaus-Robert Mueller 

Brain-Computer Interface, Machine Learning

Dinggang Shen 

Neuro-Imaging Analysis, Biomedical Imaging

정지채

기능성 근적외선 뇌활성 계측, 빛 간섭 단층 촬영

BCE Professors 
전임교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해외
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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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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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국·내외 연수

연번 이름 방문일자 방문기관 학위과정

1 원동옥
170918 ~ 170922 7th Graz BCI Conference

석박사통합과정

2 정지훈 석박사통합과정

3 이재동 170902 ~ 170905 30th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Congress 석박사통합과정

4 김은지

170923 ~ 170925 9th Hydrocephalus 2017

석사과정

5 김현지 석박사통합과정

6 송은석 석박사통합과정

7 이민호 171005 ~ 171008 IEEE SMC 2017 석박사통합과정

8 정지훈
171105 ~ 171108 Werob 2017

석박사통합과정

9 윤용덕 석박사통합과정

10 박   결 171111 ~ 171115 47th Annual Meeting for Society for Neuroscience 석박사통합과정

11 염슬기

171126 ~ 171129 4th ACPR 2017

석박사통합과정

12 김근태 석박사통합과정

13 이민호 석박사통합과정

14 김정우 석박사통합과정

15 김현철 171129 ~ 171201 2017 Real-time functional imaging and neurofeedback conference 석박사통합

16 김지용
171218 ~ 180228 TU Berlin

박사과정

17 방지선 석박사통합과정

18 강혁묵 180123 ~ 180220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석박사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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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및 

행정

교무 및 

행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BRI503 뇌-컴퓨터인터페이스입문(영강) 석흥일 3

BRI509 뇌신호처리입문 홍민석 3

BRI510 뇌공학을위한확률통계학(영강) 한재호 3

BRI511 신경과학(영강) 곽지현 3

BRI515 응용수학의 기초(영강) C. Wallraven 3

BRI516 신경망입문(영강) 이종환 3

BRI517 뇌파분석입문(영강) 민병경 3

BRI518 응용수학의기초Ⅱ(영강) 박정훈 3

BRI519 뇌공학프로그래밍입문(영강) 윤인식 3

BRI609 뇌영상분석(영강) 이종환 3

BRI610 계산신경과학(영강) 곽지현 3

BRI623 패턴인식(영강) 석흥일 3

BRI631 신경윤리학(영강) 김동주 3

BRI645 의료지능기계학습(영강) C. Wallraven 3

BRI710 기계학습특론(영강) 박주영, 김지연 3

BRI720 뇌공학세미나Ⅳ(영강) 이성환 1

BRI727 현장연구실습1(영강) 이성환, D. Shen 3

● 2018년 1학기 개설과목

학위 이름 논문제목

박사 김학승
Rapid Assessment and Continuous Monitoring of Acquired Brain Injury Patients: 
Signal and Image Analyses Approach

박사 염슬기
Spatio-Temporal Analysis of Brain Dynamics in the Loss and Recovery of Consciousness and Its Explanation 
based on Deep Learning

석사 김두영 Modulation of Sensitivity on Emotion Perception using Approach-avoidance Training

석사 김범채
Sequential Multi-Scal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False Positive Reduction of Pulmonary Nodule 
Detection in Thoracic CT

석사 송우혁 Oblique Aerial Image Matching based on Iterative Simulation and Homography Evaluation

석사 이하은 The Effect of Cognitive Bias Modification for Interpretation in Smokers

석사 허다운
Neurobiological Mechanisms of the Electronic Cigarette Compared to Regular Tobacco: 
An fMRI Study

● 2017년 2학기 학위취득자 목록

● 2017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원현황

421,344,200총계

조교장학금

일반장학금

BK21+장학금

기타장학금

315,071,700(34명)

3,750,000(03명)

82,764,000(12명)

19,758,500(09명)

● 교원 인사

  부교수 승진 

김동주 교수 민병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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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설명회: 2018년 3월 29일(목) 

  - 지원서 입력: 2018년 4월 2일(월) - 9일(월) 

  - 서류 접수: 2018년 4월 2일(월) - 11일(수) 

  - 구술 시험: 2018년 5월 12일(토) 

  - 합격자 발표: 2018년 6월 8일(금)

●  2018학년도 후기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모집

지난 2018년 2월 8일(목)에 제주도에서 뇌공학과 자체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본 자체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전체 교수 워크샵 기간에 진행되었

으며 뇌공학과 교수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내용 및 관심 분야를 교류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각 교수님별 최신 연구 현황 소개로 시작하여, 

학과 장기발전 방향 발표 및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정지

채 교수님의 회갑을 축하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발전하는 대학원 뇌공학과가 되기를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2018학년도 뇌공학과 자체 세미나 개최

학과

●  2018년 전기 뇌공학과 대학원 입학설명회 개최

연구 하이라이트 연구 하이라이트

과제수주/산학협력

김동주 교수의 논문, Hemodynamic In-

stability and Cardiovascular Events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Predict Outcome 

After Artificial Removal With Deep Belief 

Network Analysis가 Surgery 분야 IF 상위 

10% 저널인 Journal of Neurosurgical An-

esthesiology에 게재 허가되었습니다.

한재호 교수의 새 연구, Stable Extended 

Imaging Area Sensing without Mechani-

cal Movement Based on Spatial Fre-

quency Multiplexing와 Real-Time Triple 

Filed of View Interferometry for Scan-Free 

Monitoring of Multiple Objects가 각각 Au-

tomation & Control Systems 분야 IF 상위 

10% 저널인 IEEE Transactions on Indus-

trial Electronics와 Engineering (Manufacturing) 분야 상위 IF10% 저널

인 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에 게재 허가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월러번 교수의 새 연구, 

Neuroanatomical Correlates of Haptic Ob-

ject Processing: Combined Evidence from 

Tractography and Functional Neuroimag-

ing이 Anatomy and Morphology 분야 IF 상

위 10% 저널인 Brain Structure and Func-

tion에 게재 허가되었습니다.

2018년 전기 모집 신입생 입학설명회가 2017년 9월 27일, 목요일 오

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우정정보통신관 206호에서 개최되었다. 뇌공학

에 관심 있는 타과 학부생 및 뇌인지과학융합전공 과정을 수강하는 학부

생 등 대학원 뇌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본 학과 이성환 교수는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2017

년 일반기초연구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 중 조종사 상태 인식용 HCI 기

술 연구  과제에 최종 선정되었다. 본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조종사의 뇌전

도, 심전도, 호흡정보, 피부전기반응과 같은 생체 신호를 이용하여 조종사

의 정신 상태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비행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민병경 교수님 새 연구, The Absence 

of Resting-state High-Gamma Cross-

Frequency Coupling in Patients with Tin-

nitus가 Audiology & Speech-language 

Pathology 및 Otorhinolaryngology 분야 IF 

상위 10% 저널인 Hearing Research에 게

재 허가되었습니다.

이성환 교수의 새 연구, Discrimina-

tive Context Learning with Gated Recur-

rent Unit for Group Activity Recognition

과 Network Properties in Transitions of 

Consciousness during Propofol-Induced 

Sedation가 각각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IF 상위 10% 분야 저널

인 Pattern Recognition과 Multidisciplinary 

Science 분야 IF 상위 5% 분야 저널인 Scientific Reports에 게재 허가되

었습니다.

김동주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Journal 

of Neurosurgical Anesthesiology에 게재 허가

한재호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와 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에 게재 허가

크리스티안 월러번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

널인 Brain Structure and Function에 게재 허가

이성환 교수, 국방과학연구소 지정공모형 과제 선정

민병경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Hearing 

Research 에 게재 허가

이성환 교수의 논문, IF 기준 10% 이내 저널인 Pattern 

Recognition 과 Scientific Reports에 게재 허가

학과소식

석·박사통합과정 김현철 학생, real-time Functional 

Imaging and Neurofeedback Conference 2017 에

서 Best Poster Award 와 Travel Award 수상

뇌신호처리 연구실(지도교수: 이종환)의 김현철 학생이 투고한 Me-

diation analysis between triple networks reflects functional connectivity 

changes from a mindfulness training in real-time fMRI neurofeedback 

setting  초록 및 포스터가 일본에서 개최된 real-time functional imaging 

and neurofeedback conference 2017 (rtFIN 2017) 국제 학회에서 Travel 

Award 와 Best Poster Award 를 수상하였다. 

석·박사통합과정 김동율 학생, 2017년 대한뇌기능

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Best Oral Presentation 

Award 수상

뇌신호처리 연구실(지도교수: 이종환)의 김동율 학생이 투고한 Multi-

variate Pattern based Classification of Theory-of-mind using fMRI: 

Neuronal Underpinnings of the Competition Versus Collaboration with 

Different Reasoning Orders  초록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 교육문화

관에서 개최된 2017년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Best Oral 

Award를 수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추

론순서를 고려한 의사결정과정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활성화되는 뇌영역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 중 다중복셀패턴분석을 적용하여 단순 

활성화 정도의 차이 대신 활성화 패턴의 차이에 기반하여 조건간 활성화

되는 영역을 규명하고 행동데이터와 연관성 기반으로 결과의 타당성을 증

명하였다. 이러한 의사결정 인지과제에 대한 적용한 분석기법과 발견한 

결과들은 향후 사람들의 인지과제 훈련 및 정서장애 환자들의 치료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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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호처리 연구실(지도교수: 이종환)의 조성만 학생이 투고한 MR-

compatible E-cigarette Equipment can Evaluate Users Craving to Nico-

tine using Machine Learning Approach  초록 및 포스터가 우수 포스터상

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공명 환경에서 호환 가능한 전자담배 

흡연 장치를 고안하여 직접적인 흡연을 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기능성

자기공명영상 촬영하여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흡연 실험 전과 후에 흡

연 욕구도 관련한 설문 정보를 얻었으며, 얻어진 데이터들과 뇌영상 데이

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간의 다양성를 고려한 Q-통계를 이용하여 개인간의 

흡연 욕구 정도와 연관된 영역의 활성 정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본 학회

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며 여러 연구자들로부터 연구 결과를 더 명확히 표

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국내외 석학들의 발표는 간접적

으로 현재의 뇌공학의 연구 진행 단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엿볼 수 있

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번 학회는 본 연구를 더 성장 시킬 수 있는 디딤

돌이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석·박사통합과정 조성만 학생, 2017년 대한뇌기능

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 수상
뉴스브리핑 뉴스브리핑

이성환 교수 연구팀은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활용해 사람의 마취의식 

수준을 조절하면서 뇌의 기능적 연결성(Functional Connectivity)을 측정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교수는 기존 의식-무의식 경계지점을 제대로 

찾지 못해 수술 중에 환자가 깨어나는 등의 마취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사이언

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되었다.

22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구 성우리조트)에선 한국로봇학회 주

최로 제13회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KRoC 2018)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

날 개막식에서 최혁렬 한국로봇학회장(성균관대 교수)은 여러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들이 초청 강연과 기조 발언을 통해 학술대회의 품격을 높였

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 첫날에는 고려대 이성환 교수의 초청 강연을 비롯해 기조 강연, 포

스터 티저 세션, 선진 연구자 세션, 소프트 로봇 등 초청 세션이 진행됐다.

고려대 뇌공학과  이성환 교수는 인간과 로봇의 접속:뇌-기계 인터

페이스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가졌다. 이 교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Brain-Machine Interface:BMI)의 최신 기술과 고려대가 그동안 추진해온 

BMI 연구를 소개했다. BMI는 뇌 신호를 이용해 사용자 의도를 분석하고, 

외부 기기를 생각만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LG연암문화재단(이사장 구본무)은 연암 국제 공동연구 지원사업을 통

해 국외 공동연구를 수행할 국내 교수 35명을 지난 2017년 12월에 선정

하였다. 이 사업에 선정된 국내 교수는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자들

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연간 4만달러의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게 되는

데, 본 학과의 한재호 교수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LG연암문화재단은 1989년부터 국내 교수의 국제공동 연구 지원사업

을 시작하여 총 812개의 연구과제를 선정, 지원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환 교수 연구팀, 프로포폴을 이용해 의식과 무의식

의 경계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전자신문  

이성환 교수, 귀 착용형 EEG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에 

주력

  전자신문  

한재호 교수, LG연암 국제 공동 연구 지원 사업 선정

(기사 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5/0200000000A
KR20171205111500004.HTML?input=1195m) 

(기사 전문: http://www.etnews.com/20171213000281) 

(기사 전문: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91) 

"마취·의식 심도 실시간 모니터링…마취사고 줄일 수 있어"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제목: Flying Air Taxis: The Next Big Game Changer?

- 연사:  Heinrich Buelthoff 교수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Tu‥bingen, Germany)

- 일자: 2017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601호

제목: What More Can We Extract from the fMRI Time Series?

- 연사: Peter Bandettini 박사 (National Institutes of Mental Health, USA)

- 일시: 2017년 11월 1일(수) 오후 3시

- 장소: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B115호)

미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두뇌 및 인지연구소의 기

능영상방법섹션(Section on Functional Imaging Methods)의 책임자(Prin-

cipal Investigator)로 계시는 Peter Bandettini박사님께서 본 학과를 방문하

여 초연 강연을 진행하였다. 본 강연에서는 뇌기능영상(fMRI)관련한  진행

중인 최신 연구 및 향후 연구방향 등을 소개하였다.

지난 2008년 12월 WCU 뇌공학사업단이 출범한 이래로, 2016년까지 

본교 뇌공학사업단과 뇌공학과에 많은 기여를 하신 하인리히 불토프 교수

님께서 다시 뇌공학과를 방문하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다. 초청 강연 후, 

교수님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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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및 세미나학과소식

2017년 2학기 콜로퀴엄

· 연사: 정혜동 단장  

(전자부품연구원 인공지능사업단)

· 제목: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Future

>> 10월 30일(월)

· 연사: Klaus-Robert Mueller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 제목: Methods for Interpreting and Under-

standing Deep Neural Networks

>> 10월 16일(월) 

· 연사: 석준희 교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 제목: Artificial Intelligence for Fintech Applica-

tions

>> 9월 18일(월) 

· 연사: 이상윤 교수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 제목: Current Research of Face and Gesture 

Recognition

>> 11월 13일(월)

· 연사: 손진호 소장 

(LG전자 컨버전스 센터 로봇선행연구소)

· 제목: Trend of AI and Robotics

>> 9월 4일(월) 

· 연사: 한상기 대표이사  

(소셜컴퓨팅연구소)

· 제목: Can AI be a Moral Machine?

>> 11월 6일(월) 

· 연사: 안진훈 대표이사 

(MSC 브레인컨설팅)

· 제목: Brain, Cognition and Behavior 

>> 9월 25일(월)

· 연사: 구자용 교수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 제목: Statistical Issues on Support Vector 

Machines

>> 9월 11일(월)

· 연사: 김법민 교수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 제목: Optical Imaging Technology for Neu-

roscience

>> 11월 27일(월) >> 11월 20일(월) 

· 연사: 이예하 대표이사 

(VUNO Co.)

· 제목: Deep Learning and Data-Driven 

Medicine

>> 10월 23일(월) 

· 연사: Xiaorong Gao 교수  

(Tsinghua University)

· 제목: Brain-Computer Interface Based on 

Visual Modulation

2018년 1월 15일(월)~17일(수)까지 제6회 IEEE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국제학술대회가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되었

다. 국내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및 응용분야 관련 연구기관들의 관련 연구자들(Mikhail A. Lebedev 박사, Cuntai Guan 교수, 

Tomislav Milekovic 박사, Peter Ko‥nig 교수, Andrea Ku‥bler 교수, Gernot Muller-Putz 교수, Arto V. Nurmikko 교수 등)이 초청되

어 국내 연구진들과 함께 자리하여 진행 중인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경재활, 인지

심리 등과 관련한 BCI 연구 분야의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졌으며 다음 행사는 2019년 2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강원도 하

이원 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The 6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BCI2018)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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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2017. 09 - 2018. 02)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김동주
Monitoring of Optimal Cerebral Perfusion Pressure in Traumatic Brain Injured 
Patients Using a Multi-Window Weighting Algorithm

Journal of Neurotrauma
Clinical Neurology 분야 저널 
194개 중 IF 23위

석흥일, 이성환 Multiple Functional Networks Modeling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Diagnosis Human Brain Mapping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Radiology 분야 저널 
127개 중 IF 13위

이성환

Extraction of Dynamic Functional Connectivity from Brain Grey Matter and White 
Matter for MCI Classification1

Human Brain Mapping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Radiology 분야 저널 
127개 중 IF 13위

Hybrid High-order Functional Connectivity Networks Using Resting-state 
Functional MRI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Diagnosis

Scientific Reports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64개 중 IF 10위

Compositional Interaction Descriptor for Human Interaction Recognition Neurocomputing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33개 중 IF 24위

Network Properties in Transitions of Consciousness during Propofol-Induced 
Sedation

Scientific Reports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64개 중 IF 10위

IF 상위  20%

018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1) 교수 논문게재 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총 15편 JCR IF 10% 9편, IF 20% 6편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김동주
Hemodynamic Instability and Cardiovascular Events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Predict Outcome After Artifact Removal With Deep Belief Network Analysis

Journal of Neurosurgical 
Anesthesiology

Surgery 분야 저널 197개 중 IF 18위

민병경
The Absence of Resting-state High-gamma Cross-frequency Coupling in 
Patients with Tinnitus

Hearing Research
Audiology & Speech-language  
Pathology 분야 25개 저널 중 IF 1위

민병경, 석흥일, 
이성환

Individual Identification using Cognitive Electroencephalographic Neurodynamics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Forensics and Security

Theory & Methods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04개 중 IF 7위

이성환

Robust Brain ROI Segmentation by Deformation Regression and Deformable 
Shap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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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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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Civil Engineering 분야 저널 125개 
중 IF 6위

A High Performance Spelling System based on EEG-EOG Signals with Visual 
Feedback

IEEE T-NSRE
Rehabilitation 분야 저널 65개 중 
IF 4위

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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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

Manufacturing Engineering 분야 저널 
44개 중 IF 1위

Stable Extended Imaging Area Sensing without Mechanical Movement Based on 
Spatial Frequency Multiplexing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Automation & Control Systems 분야 
저널 60개 중 IF 1위

C. Wallraven
Neuroanatomical Correlates of Haptic Object Processing: Combined Evidence 
from Tractography and Functional Neuro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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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상위  10% 교수_초청강연, 기조연설, 학회참여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구분

김동주
180115
-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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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Registration Co-Chair 국제

민병경

171013
-
171015

한국인지과학회 2017 가을학교 한국인지과학회 한국 프로그램 위원장 국내

171014 한국인지과학회 2017 가을학교 한국인지과학회 한국 EEG in Cognitive Neuroscience 국내

171029
-
171101

IEEE Sensors 2017 IEEE 영국
Brain-Machine Interfacing Sensors using Brainwave 
Magnetic Resonance

국제

171102
-
171103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rception, Action, and Cognitive Systems 
(PACS2017): Next Generation AI

한국정보과학회 한국 홍보 공동 의장 국제

180115
-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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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Program committee 국제

석흥일

171028 제35회 미래정보기술산업전망 한국정보과학회 한국
Reading Brain Images with Deep Models for Early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국내

171103
대한뇌기능매핑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
대회

대한뇌기능매핑학회 한국
Functional Connectivity Estimation with 
Machine Learning

국내

171109 SK Telecom 초청세미나 SK Telecom 한국 Deep Learning for Object Detection 국내

171201 Kakao 초청세미나 Kakao 한국 Deep Machine Learner in Radiology 국내

171206 DGIST 로봇공학전공 초청세미나 DGIST 로봇공학전공 한국 Understanding and Exploring Machine Learning 국내

171220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학 심포지엄: 
Healthcare 3.0과 신경계질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한국
Decoding-based Approaches for Brain Disorder 
Diagnosis/Prognosis

국내

180115
-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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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Publication Co-Chair 국제

이성환

170906 중소기업협회 굿모닝 CEO 과정 중소기업협회 한국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국내

170928 제5차 건강보장 정책세미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한국 AI 현황과 미래, 그리고 그 과제: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국내

171025 ESEL Academy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미래 국내

초청강연, 기조연설, 학회참여 26회

포스터발표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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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2017. 09 - 2018. 02)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구분

이성환

171106 DGIST Colloquium DGIST 한국 인공지능과 뇌공학의 만남: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국내

171120
2nd East-Asia-Nordic/Benelux University 
Consortium Conference

고려대학교 한국
A Mind-Reading Technology: 
Brain-Computer Interface

국제

171130
17th China-Japan-Korea Joint Workshop 
on Neurobiology and Neuroinformatics

RIKEN 일본
Brain-Computer Interface: 
Recent Progress and Challenges

국제

171202 제4회 대한뇌파신경생리학회 학술대회 대한뇌파신경생리학회 한국 비침습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 소개 국내

180115
-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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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General Co-Chair 국제

180122 제13회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 초청강연 한국로봇학회 한국 인간과 로봇의 접속: 뇌-기계 인터페이스 국내

180220 3rd Joint Symposium on AI
French Academy of 
Science

프랑스
A Mind-Reading Technology: 
Brain-Computer Interface

국제

한재호

180115
-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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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한국 Local Arrangement Chair 국제

18012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EEE 미국 좌장 국제

180124
-
18012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EEE 미국 조직위원 국제

020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교수_포스터발표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구분

이종환 171114
47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Neuroscience

Society for Neuroscience 미국
Temporal-autoencoding Neural Network Extracts 
Tack-relevant Spatiotemporal Features Utilizing Dynamic 
Information of Functional MRI Time-series

국제

한재호

17090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lexible and 
Printed Electronics

Korea Printed Electronics 
Association

한국 Patch-type Carbon-based Sensors for Electromyogram 국제

171108 The 3rd East-Asia Microscopy Conference
Korean Society of 
Microscopy

한국
Single-Shot Wide Area Sensing Based on Common 
Path Optical Interferometry

국제

171114
8th Asia and Oceania Conference on 
Photobiology

Korean Society of 
Photoscience

한국
Optimization of Spatial Frequency Multiplexing for 
Large Area Field of View Microscopic Bio-Imaging

국제

17112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Electromaterials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한국
Characteristics of High-k Aluminum Oxide Thin Films 
Fabricated by Solution-process for Intelligent Neural 
Interface

국제

17112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Electromaterials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한국
A Patterning Technique to Improve Device Performance 
of Carbon Nanotube Based Transistors for 
Electroencephalogram Sensor Systems

국제

17112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Electromaterials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한국
Wearable Single-Wall Carbon Nanotube Thin-film 
Transistor Arrays for Neuro-Interfaces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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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2017. 09 - 2018. 02) 

022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김상희

김신아 180204 2018년도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비의도적 공감 훈련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의 향상

김은지 180205 2018년도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해석편향 조절훈련이 사회불안상황에서 심박변이도와 주의편향
에 미치는 효과

이종환 김동율 171103 2017년도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뇌기능매핑학회
Multi-variate Pattern based Classification of Theory-of-mind 
using fMRI: Neuronal Underpinnings of the Competition versus 
Collaboration with Different Reasoning Orders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민병경 안민희 180116
The 6th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한국 Applying Deep-learning to a Top-down SSVEP BMI

이성환

정지훈
170918
-
170922

7th Graz Brain-Computer Interface 
Conference 2017

BCI 
Society

오스트
리아

Decoding of Walking Intention Under Lower Limb Exoskeleton 
Environment Using MRCP Feature

이민호
171005
-
180108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IEEE 캐나다
Self-Paced Training on Motor Imagery-Based BCI for Minimal 
Calibration

염슬기
180115
-
180117

The 6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한국
Spatio-Temporal Analysis of EEG Signal during Consciousness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 
Wallraven

강태호
180115
-
180117

The 6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한국
Decoding of Human Memory Formation with EEG Signals Using 
Convolutional Networks

(2) 대학원생 학술활동 실적

대학원생_포스터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곽지현

이재동
170902
-
170905

30th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Congress

European 
Neuropsycho-
pharmacology

프랑스
Aβ1-42 Impairs mGluR5-gated Spike 
Timing-dependent Long-term Potentiation by Disrupting 
CB1 Receptors

박결
171111
-
171115

47th Annual Meeting for Society for 
Neuroscience

Society for 
Neuroscience

미국

Differential Feedforward and Feedback Inhibition 
Recruitment by Acetylcholine Controls the Hippocampal 
CA1 Pyramidal Cell's Input-output Function through 
Endocannabinoid Activation

김동주

이승보
180115
-
180117

6th BCI 2017 IEEE 한국
Robust Arterial Blood Pressure Onset Detection Method 
from Signal Artifacts

왕인내
180115
-
180117

6th BCI 2017 IEEE 한국
Evaluation of Outlier Prevalence of Density Distribution in 
Brain Computed Tomography: Comparison of Kurtosis 
and Quartile Statistics

김은지
170923
-
171025

9th Hydrocephalus 2017 ISHCSF 일본
Change of Bain Density  Distribution in CT Image After 
Shunting for Hydrocephalus: A Case Study of Two 
Pediatric Patients with Achondroplasia

김현지
170923
-
171025

9th Hydrocephalus 2017 ISHCSF 일본
Worsened Intracranial Compliance May Correlate to 
Worse Symptoms in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송은석
170923 
-
171025

9th Hydrocephalus 2017 ISHCSF 일본
Assessment of Cerebral Blood Flow via Spectral 
Analysis of Cerebrospinal Fluid Pressure Acquired during 
Infusion Test

석흥일

전은지 170914
2017 International Workshop on 
Connectomics in NeuroImaging (CNI) 
(in conjunction with MICCAI)

MICCAI Society 캐나다
Region-Wise Stochastic Pattern Modeling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Identification and Temporal Dynamics 
Analysis

고원준 180116
6th International Winter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한국
Deep Recurrent Spatio-Spectral Neural Network for 
Motor Imagery based BCI

이종환 김현철
171129
-
171201

2017 Real-time functional imaging and 
neurofeedback conference

ATR 일본
Mediation Analysis between Triple Networks Reflects 
Functional Connectivity Changes from a Mindfulness 
Training in Real-time fMRI Neurofeedback Setting

이성환

원동옥
170918
-
170922

7th Graz Brain-Computer Interface 
Conference 2017

BCI Society
오스트
리아

Improving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A Brain-Com-
puter Interface System Based on 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By Shifting Stimuli

염슬기
171126
-
171129

The 4th Asi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IAPR 중국
EEG-based Classification of Consciousness during 
Sedation Using Global Spectra Principal Components

김근태
171126
-
171129

The 4th Asi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IAPR 중국
An Adaptiv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ramework 
for Multi-user Myoelectric Interfaces

구두발표 총 8편     국제 5편, 국내 3편

포스터발표 총 33편    국제 17편, 국내 1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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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2017. 09 - 2018. 02)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대학원생_ 포스터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김상희

김두영 171124
2017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중독심리학회 공
동학술대회

한국건강심리학회
조이스틱을 활용한 접근-회피 훈련이 얼굴표정지각에 미치는 
영향

이하은 171124
2017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중독심리학회 공
동학술대회

한국건강심리학회
흡연자의 담배관련 인지적 해석 편향과 편향수정 훈련효과 
검증 연구

윤흥식 180205 2018년도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한국인지및
생물심리학회

접근-회피 연합 훈련 전·후 얼굴표정에 대한 뇌반응 변화 연구

이미우 180205 2018년도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한국인지및
생물심리학회

사회적 평가 맥락에 의한 음식섭취 동기의 조절

이성환

권오연
180130
-
180131

2018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A Transfer Learning based on Resting State EEG Data for 
Zero Training Brain-Computer Interface

김용정
180130
-
180131

2018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Spatio-Spectral Filter Optimization for Motor Imagery 
Classification of EEG Signals around Ear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개최국 발표논문명

이성환

이민호
171126
-
171129

The 4th Asi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IAPR 중국
A Hierarchical Classification Strategy for Robust Detection 
of PassiveActive Mental State Using User-Voluntary Pitch 
Imagery

김정우
171126
-
171129

The 4th Asi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IAPR 중국
Detecting Driver's Braking Intention Using Recuren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Based EEG Analysis

정지훈
180115
-
180117

The 6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한국
Design of a Brain-Controlled Robot Arm System based 
on Upper-Limb Movement Imagery

김용정
180115
-
180117

The 6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IEEE 한국
Classification of Motor Imagery for Ear-EEG 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이종환

김현철 171103 2017년도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뇌기능매핑학회
Real-time fMRI Neurofeedback based Mediation Analysis of 
Triple Networks Enhances the Mindfulness Training

조성만 171103 2017년도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뇌기능매핑학회
MR-compatible E-cigarette Smoking can Evaluate Personal 
Craving to Nicotine using Machine Learning Approach

허다운 171103 2017년도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뇌기능매핑학회
Investigation of Different Neuronal Substrates between 
Electronic Cigarette and Tobacco via Mixed-effects Multilevel 
Analysis Considering Subject Variability from an fMRI

이주현 171103 2017년도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뇌기능매핑학회
Test-retest Reliability of Dynamic Resting-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Patterns using Deep Neural Network based 
Classification

김현철
180130
-
180201

2018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Identification of Functional Connectivity Associated with Mindful-
ness based on Mediation Analysis in Real-time fMRI Neuro-
feedback

김동율
180130
-
180201

2018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Classification of Competitive and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Processes across Two Reasoning Orders: Multivoel 
Pattern Analysis of fMRI Data

Hanh 
Vu

180130
-
180201

2018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Feature Extraction and 
Classification of fMRI Volumes Acquired from Sensorimotor 
Tasks

이주현
180130
-
180201

2018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Deep Neural Network based Subject Identification using Dy-
namic Functional Connectivity Patterns in Resting-state

조성만
180130
-
180201

2018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fMRI Study of Nicotine Craving using MR-compatible E-
cigarette Equipment using Machine Learning Approach

Niv 
Lusting

180130
-
180201

2018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한국뇌공학회
Classification of Mindfulness and Mind-wandering States using 
Functional Connectivity Patterns

<Best Poster Award 와 Travel Grant 를 받은 김현철 학생>

<왼쪽부터 차례대로, 2017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중독심리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부문 논문 우수상을 수상한 김두영 학생 및 
상장과 2017년 대학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한 조성만 학생과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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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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등록)

동맥 혈압 파형의 특징점 검출 장치 및 방법 15/564778(미국출원)

동맥 혈압 파형의 특징점을 이용한 두개내압 파형의 피크 검출 장치 및 방법 15/567858(미국출원)

변동성지표를 이용한 뇌손상 환자의 예후 판단 방법 및 장치 10-2017-0156730(출원)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이미지의 밀도 분석을 통한 진단 장치, 방법 및 이를 기록한 기록매체 10-2017-0181222(출원)

혈압 신호의 아티팩트 검출 장치, 방법 및 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10-2018-0010052(출원)

곽지현
실시간 폐회로 뇌-인공신경망 인터페이스 장치 및 그 방법 10-1817016(등록)

뉴로모픽 신경망 모델 기반 내비게이션 장치 및 그 방법 10-1799700 (등록)

민병경
뇌파의 인과적 연결성을 이용한 뇌지문 탐지 장치 및 방법 10-1811365 (등록)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cting Brain Fingerprint using Causal Connectivity of Brain Wave 15/677,589 (미국 특허 출원)

석흥일 병변 스크리닝 장치 및 방법 10-2018-0002177(출원)

이성환

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마취 및 의식 심도 모니터링 방법 및 장치 10-2017-0113260(출원)

로봇팔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싱 방법 및 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10-2017-0114617(출원)

패러다임-독립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 10-2017-0117946(출원)

사용자 독립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동작 방법 10-2017-0117940(출원)

컬링 시뮬레이터 및 이를 이용한 스크린 컬링 경기의 진행 방법 10-2017-012493(출원)

컬링 경기에서의 투구 및 스위핑 장치의 구동 방법 10-2017-0126287(출원)

컬링 경기 전략 생성 장치 및 그 방법 10-2017-0128086(출원)

딥러닝에 기반한 컬링 경기 전략 추천 장치 및 그 방법 10-2017-0128075(출원)

차량에서의 돌발적으로 출현한 이동 객체를 탐지하는 방법 및 장치 10-2017-0137166(출원)

생체 신호 기반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제어 장치 및 그 방법 10-2017-0137143(출원)

청각 자극 기반 숙면 유도 폐쇄 루프 시스템 및 그 방법 10-2017-0143307(출원)

영상에서 객체의 행동을 인식하는 방법 및 그 장치 10-2017-0151575(출원)

피로도가 낮은 안정 상태 시각 유발 전위 기반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2017-0153360(출원)

뇌파 분석 기반의 운전 중 운전자 각성 상태 실시간 인식 시스템 및 그 방법 10-2017-0158688(출원)

뇌 신호 분류 결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딥러닝 기반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2017-0159204(출원)

단계별 보행자 안전도 평가 기반의 보행자-차량 충돌 경고 방법 및 시스템 10-2017-0159206(출원)

사실적 컬링 시뮬레이션 기반 가상 경기 시스템 및 수행 방법 10-2017-0161279(출원)

항공 영상을 정합하는 방법 및 장치 10-2017-0176475(출원)

이종환
Apparatus and Method for Analyzing Brain Disease us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10-1797501(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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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 Graz에서 개최된 Graz BCI 2017에 참석하여 포스터 발표를 했다. 

Graz BCI 학술대회는 3년에 한번씩 열리는 학술대회로 BCI 관련하여 세계적

으로 권위 있는 학회이다. 특히, 포스터 발표를 할 때는, 많은 참석자들이 관

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연구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

론을 진행하면서, 연구적인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다

양한 흥미로운 연구들이 구두/포스터발표에서 소개되는 것을 듣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해외 연수였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BK21Plus 사업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참여코너

BCE 

독일 베를린 공대의 패턴인식 연구실에 와서 전극 연구 그룹과의 공동연구로 

새로운 뇌파 측정 전극을 개발하고 있다. 뇌파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습식 전극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정리

하였다. 그 다음에 새로 개발하는 전극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열정적으로 토의하며 전극 설계를 진행하였다. 여러가지 구조로 다

양한 설계 방법들에 따라 각각의 전극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임피던스 테스트 

및 뇌파 측정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실험 중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

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점들을 의논하며 가장 최적의 전극 형태를 재구조화하여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 습식 전극의 임피

던스 성능과 뇌파 신호를 기준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 전극들과의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절차 또한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한 두 개의 

소수 전극들의 실험에서 10개 이상의 전극들까지 확대하여 넓은 범위의 뇌파를 측정하도록 전극들을 더 만들고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전극을 개발하고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환경을 잘 활용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이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해 있는 TU Berlin에 방문하여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과 관

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뇌 신호 분류 결과에 대해, 성능의 개선뿐 아니

라, 어떻게 뇌 신호가 분류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한 심층 학습 네트워크 기반 

기술에 대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평소 궁금했던 점과 함께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 및 토론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큰 도움을 받고 있

다. 특히 최근 연구 동향과 관련하여 연구방향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수 있

을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약 두 달의 방문 기간 동안, 심층 

네트워크 모델링 및 분석, 그리고 네트워크가 결정과정에 도달한 이유를 시각화하는 방법 등 많은 것을 배웠다. 국내에서 얻기 힘든 조언들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BK21Plus 사업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essay
  ● 해외 연수 후기

이름 : 김지용  

장소 : TU Berlin (독일)

기간 : 2017년 12월 18일 ~ 2018년 2월 25일

이름 : 방지선 

장소 : TU Berlin (독일)

기간 : 2017년 12월 18일 ~ 2018년 2월 25일

이름 : 원동옥 

장소 : GrazBCI 2017 (오스트리아)

기간 : 170918 ~ 170922.

이번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Werob 2017 학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뇌 신

호 특징을 기반한 웨어러블 및 재활 로봇들을 제어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배

울 수 있었다. 현재 뇌 신호를 이용하여 고차원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로봇팔 

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써, 이와 관련한 기술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

다. 특히, 한 팔에서 의도한 사용자 움직임을 뇌 신호로 디코딩하여 직관적인 

외부 기기 제어에 관한 연구 및 기술들이 많이 소개 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

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흐름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한, 정상인 뿐만 아니라 뇌졸중, 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BCI 기술을 활용하

여 실용적 측면과 실제 환자 재활 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연구 수행에 있어 꼭 

입증해야 할 문제 이슈를 파악할 수 있었다. BCI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

체신호 및 센서들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로봇에 접목시키는 연구도 발표되어 

향후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런 뜻 깊은 기회를 

제공해 준 BK21Plus 사업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름 : 정지훈 

장소 : Werob 2017 (미국)

기간 : 171105 ~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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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학술대회 후기

금년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된 IEEE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2018 학회에 참석하여 투고했던 Decoding of Walking Intention 

Under Lower Limb Exoskeleton Environment Using MRCP Feature  논문의 

Spotlight 발표를 진행하였다.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인 생각만으로 고차원의 

임무 수행의 직관적인 제어가 가능한 뇌 신호 기반 로봇팔 제어 기술에 대하

여 해외 유명 석학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뇌 신호 기반 상지 움

직임 디코딩 기술 및 로봇팔 응용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중이신 Muller Putz 교수님으로부터 다양한 팔 움직임 상상 관련 뇌 신호 특징을 강

인하게 추출하는 방법과 사용자 의도 인식 기술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생각만으로 외부 기기를 직관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이 연구적 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흐름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BK21Plus 사업에 감사한다.

2018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에 참석해 최근 국내 유수 대학에서 뇌-컴퓨

터 인터페이스 및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성과에 대하여 공부를 하

고 왔다. 국내의 여러 유수한 연구 기관, 인공지능 연구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는 국내의 기업들, 그리고 일본의 여러 대학 교수 들의 강연을 들

어 볼 수 있었다.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향후 연구 동향에 대하여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참석하였던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그들

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공유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왔다. 특히, 최근 인공지

능 관련하여 딥러닝을 적용하는 연구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았기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다. 전반적으로 최근 국내의 연구동향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가 어

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심포지엄이었다. 

이름 : 정지훈

장소 :  IEEE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2018 

기간 : 180115 ~ 180117

이름 : 권오연

장소 : 뇌와 인공지능 심포지엄 

기간 : 180130 ~ 180131

중국 난징에서 개최된 Asian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ACPR) 학

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학회에서는 패턴인식 분야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토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최근 중요도

가 부각되고 있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과 강화학습(Reinformcement 

Learning) 분야에 대한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고, 현 인공지능 기술의 흐름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뿐만 아니라, 기계학습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되었으며, 주로 문자 인식, 비전 기

반의 행동인식에 적용되는 연구가 특히 주목 받았다. 발표되는 여러 유형의 

딥러닝 모델들은 비전뿐만 아니라 여러 응용 분야(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특히 딥러닝 모델

의 학습에 사용되는 입력 이미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 시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인상 깊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EEG 신호

의 2차원 이미지변환이 가능하여 딥러닝 기술이 생체 신호 분석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학회를 통해 최

근 딥러닝, 강화학습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 지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름 : 이민호 

장소 : ACPR 2017 (중국)

기간 : 171126 ~ 171129

뇌신호처리 연구실(지도교수: 이종환)의 김현철 학생이 투고한 Mediation analysis between 

triple networks reflects functional connectivity changes from a mindfulness training in real-

time fMRI neurofeedback setting  초록 및 포스터가 일본에서 개최된 real-time functional 

imaging and neurofeedback conference 2017 (rtFIN 2017) 국제 학회에서 Travel Award 와 

Best Poster Award 를 수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을 이용하여 호흡 기반의 마음챙김(mindfulness; 즉, 명상)과제 수

행 동안 대표적인 세개의 네트워크(즉, central executive network, default-mode network, 

salience network)간의 뇌기능적연결성(functional connectivity) 변화 및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시간 뉴로피드백(real-time 

neurofeedback) 기반 마음챙김 훈련의 유용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동안 다수의 연구자들과 의미 있는 토론 및 상호

질의응답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학회에서 진행된 해외 석학들의 발표들은 최신 기술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

한 경험들은 향후 해당 연구를 발전 시키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름 : 김현철 

장소 : Nara Kasugano International Forum  IRAKA, (일본)

기간 : 171105 ~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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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뇌 캠프 통신교육  

- 주최: 한국뇌교육학회

- 주관: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한국뇌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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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뇌과학연구센터, POSTECH 뇌연구센터

- 일시: 2018년 2월 - 6월 (예정)

-  참가대상: 2018년 2월에 진행한 2018년 한국 뇌 캠프에서 동상이상 입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2018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18 International Brain Bee World Championship 

에 참가할 국내 대표 1인을 선발함. 

-  홈페이지: https://www.kbso.org/  

BCE Information
일정

2018년 1학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콜로퀴엄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5 - 6시 

- 장소: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601호  

- 주최: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뇌공학글로벌SW인재양성사업단, 인공지능 대학ICT연구센터,  

뇌-인공지능인터페이스 연구센터, 뇌공학연구소

- 후원: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뇌인지과학융합전공 

*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무료 강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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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설명회: 2018년 3월 29일(목) 

- 지원서 입력: 2018년 4월 2일(월) - 9일(월) 

- 서류 접수: 2018년 4월 2일(월) - 11일(수) 

- 구술 시험: 2018년 5월 12일(토) 

- 합격자 발표: 2018년 6월 8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