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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이 점차 가고 선선한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푸르름과 활기참으로 온통 물들었던 여름에 가고 차분히 새 학기를 맞이하는 2019년 가을

에 본 사업단의 구성원들은 또 한 해를 마무리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0년 겨울에는 제8회 국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학술대회(The 8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가 2020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다양한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토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는 뇌공학사업단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정지채

BK21Plus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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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2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첫 개최
02월   뇌공학과 1호 박사 배출
09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2명 초빙 (D. She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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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월   고려대학교 ITRC 인공지능연구센터 개소
10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한 Cybathlon 출전

2018
03월   AI 컬링로봇 컬리 공개 시연회
08월   2018년 인공지능 하계 단기강좌 개최

2017
02월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개최
04월   고려대학교 뇌-인공지능인터페이스 연구센터 개소
07월   International AI Curiong Robot Workshop 개최

2019
02월   2019년 인공지능 동계 단기강좌 개최
02월   The 7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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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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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ille)

2009
04월   2009년 2학기 뇌공학과 석·박사과정 신입생 첫 선발
08월    뇌공학과 해외학자 5명 임용 (H. Buelthoff, S. Edelman, S. Jackson, A. Jain, C. Koch)

09월   뇌공학과 신설
09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첫 개최

12월   교육과학기술부 WCU 사업 선정

2008

BRAIN & COGNITIVE Engineering
학과 및 뇌공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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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Laboratory
뇌공학과 연구실 소개

Pattern Recognition &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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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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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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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수

해외
석학

Optical Bio-Signal 
Processing Lab.



고려대학교 뇌공학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뉴스레터 2019년 가을호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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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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학기 국·내외 연수

연번 이름 방문일자 방문기관 (학술대회명) 학위과정

1 강은송 190626-28 2019 한국정보과학회 컴퓨터종합학술대회 석박사통합과정

2 강혁묵 190625-190830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Max plan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
석박사통합과정

3 곽정헌 190713-17 28th Annual Computational Neuroscience Meeting CNS*2019 석사과정

4 김동율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Annual Meeting 박사과정

5 김현철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Annual Meeting 박사

6 윤용덕 190723-29 41th International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Conference 2019 석사과정

7 이민지 190723-29 41th International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Conference 2019 박사과정

8 이상훈 190512-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2019 석박사통합과정

9 이서현 190723-29 41th International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Conference 2019 석박사통합과정

10 이주현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Annual Meeting 석박사통합과정

11 이지연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Annual Meeting 석사과정

12 이지연 190626-28 2019 한국정보과학회 컴퓨터종합학술대회 석사과정

13 전은지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Annual Meeting 석박사통합과정

14 전은지 190714-19 2019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eural Networks 석박사통합과정

15 정원식 190626-28 2019 한국정보과학회 컴퓨터종합학술대회 석사과정

16 주의종 190323-27 IEEE VR 2019 석박사통합과정

17 Niv Lustig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OHBM Annual Meeting 석사과정

18
Ahmad 
Wisnu 
Mulyadi

190714-19 2019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eural Networks 박사과정

19 Lua Ngo 190619 2019년 한국통신학회 하계학술대회 박사과정

20 Lua Ngo 190827-30 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 2019 박사과정

21 Hanh Vu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Annual Meeting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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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및 

행정

교무 및 

행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BRI501 뇌영상공학입문(영강) 이종환 3.0(3.0)

BRI502 인지뇌과학입문(영강) 김상희 3.0(3.0)

BRI509 뇌신호처리입문 홍민석 3.0(3.0)

BRI510 뇌공학을위한확률통계학(영강) 한재호 3.0(3.0)

BRI511 신경과학(영강) 곽지현 3.0(3.0)

BRI512 두뇌의이해(영강) 김동주 3.0(3.0)

BRI517 뇌파분석입문(영강) 민병경 3.0(3.0)

BRI518 응용수학의기초II 박중석 3.0(3.0)

BRI519 뇌공학프로그래밍입문 윤인식 3.0(3.0)

BRI609 뇌영상분석(영강) 이종환 3.0(3.0)

BRI618 정서와주의(영강) 김상희 3.0(3.0)

BRI633 뇌파분석(영강) 민병경 3.0(3.0)

BRI645 의료지능기계학습(영강) 김동주 3.0(3.0)

BRI711 뇌공학특론I(영강) 곽지현 3.0(3.0)

BRI728 현장연구실습2(영강)
이성환, Dinggang Shen, 

Klaus-Robert M‥uller
3.0(3.0)

● 2019년 2학기 개설과목

학위 이름 논문제목

박사 곽노상
An Error Correction Regression Framework for Enhancing the Decoding Accuracies of Ear-EEG Brain-Computer 
Interfaces

박사 곽인엽 Recursive Long-term Prediction of Pedestrian Path using Ensemble of RNNs

박사 김정우 Prediction of Emergency Braking Intentions based on EEG Analysis with 3D-CNNs in Real-World Driving

박사 동성희
Development of High-Performance Brain-Computer Interfaces Using Explainable Deep Learning Techniques and 
Novel Signal Processing Methods

박사 원동옥 An Adaptive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Transferring Strategy from Simulation to Real World

박사 주의종
Using Virtual Reality to Study Human Cognition : From Decoding Subjective Experiences in fMRI to Predicting 
Decision-making in Accidents

석사 곽정헌
The Functional Role of Inhibition in the Propagation of Neural Codes in the Cortical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s

석사 김동건 A Robust Matching Network for Estimating Geometric Transformation on Aerial Image

석사 문형준 Facial Expression Processing with Deep Neural Networks: From Implementation to Comparison with Humans

석사 윤용덕 Decoding Intended Forearm Rotation based on Intra-subject Transfer Learned LSTM Network from EEG Signals

석사 한수연 Classification of Pilot's Mental States using Multimodal Deep Neural Network

석사 홍유성 Transconductance Enhanced Bulk-Driven OTA for Low-Voltage and Low-Power Applications

● 2019년 1학기 학위취득자 목록

● 2019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원현황

421,149,820총계

290,504,520(37명)

79,318,300(15명)

5,000,000(04명)

46,327,000(25명)

일반장학금

조교장학금

BK21+장학금

기타장학금

● 교원 인사

  정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Christian Wallraven 교수 한재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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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 입시설명회: 2019년 9월 25일(수) 

  - 지원서 입력: 2019년 10월 1일(화) - 7일(월) 

  - 서류 접수: 2019년 10월 1일(화) - 10일(목) 

  - 구술 시험: 2019년 11월 9일(토) 

  - 합격자 발표: 2019년 12월 13일(금)

●  2020학년도 전기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모집 (예정)

학과 연구 하이라이트 수상소식

●  2019년 후기 뇌공학과 대학원 입학설명회 개최

이성환 교수님의 새 연구, Coar 

se-to-Fine Deep Learning of 

Continuous Pedestrian Orientation 

Based on Spatial Co-occurrence 

Feature가 IF 상위 3.5% (Civil En-

gineering 분야 128개 저널 중 5위) 

저널인 IEEE Transactions on Intel-

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에 게

재 허가 되었다.

김동주 교수님의 새 연구, Artifact 

Removal from Neurophysiologi-

cal Signals: Impact on Intracranial 

and Arterial Pressure Monitoring 

in Traumatic Brain Injury가 IF 상위 

10% 이내 (Surgery 분야 저널 203

개 중 IF 18위)인 Journal of Neuro-

surgery에 게재 허가 되었다.

이종환 교수님의 새 연구, Me-

diation Analysis of Triple Networks 

Revealed Functional Feature of 

Mindfulness from Real-time fMRI 

Neurofeedback가 IF 상위 10% 이

내 (Neuroimaging 분야 14개 저널 

중 IF 1위) 저널인 NeuroImage에 게

재 허가 되었다.

석흥일 교수님의 새 연구, Multi-

Scale Gradual Integration CNN for 

False Positive Reduction in Pulmo-

nary Nodule Detection가 IF 상위 

10% 이내 (Computer Science, Ar-

tificial Intelligence 분야 132 개 저널 

중 7위, Neurosciences 분야 261 개 

저널 중 19위)인 Neural Networks에 

게재 허가 되었다.

한재호 교수님의 새 연구, Deep 

Neural Network Regression for Au-

tomated Retinal Layer Segmenta-

tion in Optical Coherence Tomog-

raphy Images가 IF 상위 10% 이

내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33개 중 IF 9

위) 저널인 IEEE Trans. on Imaging 

Processing에 게재 허가 되었다.

크리스티안 월러번 교수님의 새 

연구, You or me? Personality Traits 

Predict Sacrificial Decisions in an 

Accident Situation가 Computer 

Science and Software Engineering 

분야 IF 상위 104개 중 8위 저널인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에 게재 허

가되었다.

2019년 후기 모집 신입생 입학설명회가 2019년 3월 28일(목) 오후 5

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601호에서 개최

되었다. 뇌공학에 관심 있는 타과 학생 및 이미 뇌인지과학 연계전공에서 

뇌공학을 미리 접하고 있는 학부생 등 대학원 뇌공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성환 교수의 논문, IF 상위 10% 이내 저널인 IEEE 

Tra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에 게재 

허가 

김동주 교수의 논문, IF 상위 10% 이내 저널인 Journal 

of Neurosurgery에 게재 허가

이종환 교수의 논문, IF 상위 10% 이내 저널인 

NeuroImage에 게재 허가 

석흥일 교수의 논문, IF 상위 10% 이내 저널인 Neural 

Networks에 게재 허가

한재호 교수의 논문, IF 상위 10% 이내 저널인 IEEE 

Trans. on Imaging Processing에 게재 허가 

크리스티안 월러번 교수의 논문, IIF 상위 10% 이내 

저널인 IEEE Tra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에 게재 허가

학과소식

장현재 박사, OCNS*2019 Trainee Poster Competition 

수상

뇌공학과를 졸업한 장현재 박사가 

OCNS*2019 Trainee Poster Competition 

수상하였다.

2019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스페

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28th Annual 

Computational Neuroscience Meeting

에서 곽지현 교수 연구팀은 포스터 발

표 중 뇌공학과를 졸업한 장현재 박사가 

박사후과정 부문 경쟁에서 수상하였다. 

Differential Roles of PV and SST Interneuron in Spike-timing Pattern 

Propagation in the Cortical Feedforward Network 라는 제목으로 쥐 피

질 네트워크에서 PV 및 SST 억제성 신경세포가 세포 발화 패턴을 전달

하는 데 미치는 역할을 밝힘으로써, 피질에서의 정보처리 메커니즘 이해

에 기여하였다.

강은송 석박사통합과정생, 이지연 석사과정생,  

2019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 수상

강은송, 이지연 학생(지도교수: 석

흥일)이 지난 2019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2019 한국컴퓨터종

합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 부문 우

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휴지-상태 

fMRI 영상 기반 자폐증 진단을 위한 

다중-레벨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

크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이 인공지

능 부문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패턴인식 연구실(지도교수: 이성환) 소속 조정현, 이영은 학생이 정보

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19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6개월간 인공지능 분야 세계적 연구소인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에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인턴쉽을 수

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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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학과에서 지난 2월 박사학위를 취득

한 이민호 박사(지도교수: 이성환)가 카자

흐스탄 수도 Astana에 위치한 명문 Naz-

arbayev University(https://nu.edu.kz) 조교

수 임용을 공식 통보 받아, 이번 가을학기부

터 임용될 예정이다.

학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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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의료 데이터 분석에서부터 모바

일 헬스케어, 교육분야 및 수면정보

분석으로 연구 및 사업 영역을 넓

혀가고 있는 ㈜케이유엠텍 (고려대

학교 기술지주회사) 김동주 대표에 

관한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기사

입니다.

기사 전문: https://news.joins.

com/article/23399547

2019년 3월 11일(월)부터 17일(일)까지 세계적인 뇌과학 축제인 2019 

세계 뇌 주간  행사가 전국 16곳에서 개최되었다. 고려대학교 과학도서

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본 사업단의 석흥일 교수와 곽지현 

교수가 각각 뇌를 이해하려는 인공지능과 내 머리 속의 내비게이션 라는 

주제로 뇌에 관심 있는 대중에게 강연하는 기회를 가졌다. 자세한 기사

는 아래와 같다. 

기사 전문: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30813 

557828837

김동주 교수, 생체 신호로 환자의 상태예후 분석

2019 세계 뇌 주간 행사 개최

과제수주

기술이전

본 사업단 참여교수인 곽지현 교수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한 2019년 미

래뇌융합기술개발사업 과제에서 "자연신경

망 원리 기반 능동적 적응지능 수리계산 모

델링 및 AI 개발"이라는 총괄 과제명의 총 연

구책임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고려대학교를 

필두로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및 가톨

릭관동대학교 연구팀들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간 진행된다.

한재호 교수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공대 및 의대와 정밀 미세 수술 로봇의 광

센서 기반 비전 및 제어 시스템 관련한 특

허(US 10,045,882 B2)를 출원, 등록 및 기

술이전을 하였다. 2019년 7월 16일자로 기

술 이전 받은 기업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

사를 두고 있는 임상용 최소 침습 수술 로봇 

개발 회사인 Intuitive Surgical Inc. 이며, 기

술 이전 금액은 미화 152,000달러이다.

곽지현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뇌융합기술개발

사업 선정

한재호 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공대 및 의대와 

기술이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근태 박사(지

도교수: 이성환)가 5월 1일자로 KIST 바이

오닉스연구단 선임연구원에 임용되었다.

이민호 박사, 카자흐스탄의 명문 Nazarbayev Univer-

sity 조교수 임용

김근태 박사, KIST 바이오닉스연구단 선임연구원에 임용

조정현, 이영은 석박사통합과정생,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사업 최종 선정

학생 소식교원수상

이성환 교수가 2016년에 처음 제정된 고려대학교 석탑연구상을 4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5월 5일 고려대학교 개교기념일에 대표 수상하였다. 

석탑연구상은 고려대학교 전임교원 중 탁월한 연구 성과로 고려대학교

의 연구력 향상에 기여한 교원을 포상하여 널리 알리고, 장기적으로 연구

를 장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으며, 금년도 석탑연구상 수상자는 2018년도(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

안) 학술 논문, 연구비 수혜실적을 대상으로 연구의 질, 연구의 양, 연구

비 수주액을 합산하여 고려대학교 학내 9개 학문 계열별로 상위 3%를 대

상으로 선정한다. 

이성환 교수, 4년 연속 석탑연구상 수상

한재호 교수가 그 업적을 인정받아 미국 광학회인 Optical Society of 

America (OSA)의 2019년도 Senior Member 로 신규 선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osa.org/en-us/membership/distinguished_honor-

ary/senior/2019_osa_senior_member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재호 교수, Optical Society of America의  

Senior Member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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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학과소식

뉴스브리핑

‘포스터 휴먼’ 시대를 앞두고 융합 학문을 통한 과학기술의 진화하고 있

다. 본 사업단의 민병경 교수 연구실은 비침습적 방식으로 뇌자극과 뇌파

를 동조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인간의 지능을 업그레이드하는 플랫폼을 

연구 중으로 자세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기사 전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92702

101631650001&ref=naver

이성환 교수 연구팀이 2019년 5월부터 3개월 간 신한은행 다지털R&D

센터와 공등으로 기계학습모형의 설명력 확보를 위한 설명가능한 AI 기

법 개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여 산학협력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기사 전문: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 

178

AI·IT·로봇 융합 R&D 속도 … 인간중심 휴먼플러스 

시동

이성환 교수 연구팀, 기계학습모형 설명력 검증

· 제목: Neuroengineering for the Better Life: 

From Research to Application

·연사: 김동현 박사 (뉴로핏)

>> 4월 22일(월)

· 제목: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Robotics 

in Stroke Rehabilitation: Product Development 

Perspectives

· 연사: 최용근 교수 (단국대학교 응용컴퓨터공학과)

>> 4월 1일(월) 

· 제목: How to Get Funding for your Tech 

Startup

· 연사: 이정진 차장 (현대기술투자) 

>> 5월 27일(월)  

· 제목: Cancer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 연사: 김열홍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3월 18일(월)

· 제목: Introduction of Precision Medicine 

Hospital Information System (P-HIS)

· 연사: 이상헌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 5월 13일(월) 

· 제목: Deep Learning and the Brain

· 연사: Christian Wallraven 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 3월 4일(월) 

· 제목: Harnessing Chaos for Embodied Intel-

ligence 

· 연사: 심윤식 박사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 4월 29일(월) 

· 제목: AI Based Selvy Solutions

· 연사: 김경선 연구소장 (셀바스AI)

>> 3월 25일(월)

· 제목: Unleashing the Boundary of Dataset for 

Learning Computational Visual Recognition Models

· 연사: 최종현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 3월 11일(월)

>> 5월 20일(월)

· 제목: Patent and Business

· 연사: 신흥수 교수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 4월 15일(월) 

· 제목: Cerebellar Plasticity in Response to 

Motor Learning Activities

· 연사: 유임주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2019년 1학기 콜로퀴엄

수면 단계 모니터링에서 가위눌림 등 수면장애가 나타나는 구간을 판

독해낼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고려대는 뇌공학

과 이성환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REM 수면 시 의식과 무

의식 간의 뇌 연결성 차이 연구 논문을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의 자매

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게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수

면은 크게 빠른 안구 운동이 일어나는 REM(Rapid Eye Movement) 수면

과 NREM(non-REM) 수면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와 같다.

기사 전문: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6113300004?in

put=1195m

이성환 교수 연구팀, 수면 중 가위눌림 현상 

판독 모니터링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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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및 세미나

● 2019년 한국 뇌 캠프 여름학교 개최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가 주최하고 본 사업단이 후원한 2019년 한국뇌캠프 여름학교가 2019년 8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고려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019년 2월에 서울대에서 개최한 2019년 한국뇌캠프에서 동상이상 입상한 10명의 학생들이 5일간 국제대회에 참가하

기 위한 집중 교육을 수료하고, 퀴즈와 최종 시험을 거쳐 최종 1인의 학생이 2019년 9월 18일부터 대구에서 개최하는 제10회 IBRO 세계뇌신경과학

총회의 특별프로그램으로 개최하는 2019 International Brain Bee World Championship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2019년 5월 2일 개최한 뇌공학 BK21 초청 세미나에서 Deep 

Learning in Brain Qualification and Cancer Radiotherapy의 제목으로 

질병 진단 및 예측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의료 영상 분석에 관한 연구 

동향을 소개하면서, 자폐증과 같은 질환을 생후 초기 뇌 MRI로 예측

하기 위한 뇌 영상 세그먼테이션 연구,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을 위

해 환자 간 특이 영역 비교를 위한 딥러닝 기반의 질병 진단 관련 연

구, 효과적인 암 치료를 위해 MRI 영상에서 CT 영상을 생성하고 장기

를 정확하게 세분화하기 위한 딥러닝 기술에 관한 연구 방법을 제시

하였다. 또한, 뇌 영상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론에 관한 연구 자문 및 딥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에 관하여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6월 12일 개최한 뇌공학 BK21 초청 세미나에서 A Cogni-

tive Brain-Computer Interface and Its Clinical Applications의 제목

으로 Cognitive BCI의 임상적 필요성과 그 시도, 그리고 Neuroimag-

ing 연구를 기반으로 한 향후 가능성을 소개하였다. BCI는 Central 

Nervous System (CNS)와 외부 기기와의 two-way 상호작용으로 크

게 Motor BCI, Cognitive BCI, Affective-BCI등의 분야로 나뉘는데, 각

각 분야별 임상실험과 그 결과는 공유하였다. 최근에는 Neuro Feed-

forward가 각광받고 있으며, 특정 뇌의 band power를 증가시키는 방

법이 아니라, 특정한 task를 훈련시켜 해당 task에 국한하여 성능을 향

상시키는 방향으로 최신 동향이 옮겨가고 있음을 소개하였고 아동의 

주의력 향상이나, 노인들의 기억력 향상 등 정상인에게 적용될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EEG를 이용한 연구가 현재까지는 낮은 수준의 성능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 데이터의 Non-linearity와 데이터 수의 제한을 

들어 설명하였고, 이러한 데이터를 딥러닝에 적합하게 만드는 전처리 

방법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목:  Deep Learning in Brain Quantification and  

Cancer Radiotherapy

- 연사:  Dinggang Shen 교수  

(University of North Caroline at Chapel Hill)

- 일시: 2019년 5월 2일(목) 오전 11시

- 장소: 우정정보관 604호

제목:  A Cognitive Brain-Computer Interface and  

Its Clinical Applications

- 연사:  Cuntai Guan 교수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일시: 2019년 6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우정정보관 604호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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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이성환

Oblique Aerial Image Matching based on Iterative Simulation and Homography 
Evaluation

Pattern Recognition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33개 
중 IF 14위

EEG Dataset and OpenBMI Toolbox for Three BCI Paradigms: An Investigation 
into BCI Illiteracy

GigaScience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저널 
69개 중 IF 13위

한재호
Dual-Wavelength Diffraction Phase Microscopy with 170 Times Larger Image 
Area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

Optics 분야 저널 95개 저널 중 IF 
10위

정지채
Improvement in Recovery of Hemodynamic Responses by Extended Kalman 
Filter With Non-Linear State-Space Model and Short Separation Measurement

IEEE Trans. on Biomedical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분야 저널 80
개 중 IF 11위

IF 상위  20%

020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1) 교수 논문게재 성과 및 학술활동 실적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총 22편 JCR IF 10% 19편, IF 20% 4편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김동주

Comparative Analysis of Features Extracted from EEG Spatial, Spectral and 
Temporal Domains for Binary and Multiclass Motor Imagery Classification

Information Sciences
Information Systems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55개 중 IF 9위

Artifact Removal from Neurophysiological Signals: Impact on Intracranial and 
Arterial Pressure Monitoring in Traumatic Brain Injury

Journal of Neurosurgery Surgery 분야 저널 203개 중 IF 18위

석흥일

Multi-Scale Gradual Integration CNN for False Positive Reduction in Pulmonary 
Nodule Detection

Neural Networks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32개 중 IF 7위,
Neurosciences 분야 저널 261개 중 
IF 19위

Toward an Interpretable Alzheimer's Disease Diagnostic Model with Regional 
Abnormality Representation via Deep Learning

NeuroImage
Nuclear Medicine & Medical Imaging 
분야 저널 129개 중 IF 11위, Neuro-
imaging 분야 저널 14개 중 IF 1위

이성환

Connectivity Differences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in 
Non-rapid Eye Movement Sleep: a TMS-EEG Study

Information Sciences
Neuroimaging 분야 저널 14개 중 
IF 1위

Leveraging Coupled Interaction for Multimodal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33개 중 IF 2위

Strength and Similarity Guided Group-level Brain Functional Network 
Construction for MCI Diagnosis

Pattern Recognition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265개 중 IF 25위

Weighted Graph Regularized Sparse Brain Network Construction for 
MCI Identification

Pattern Recognition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 265개 중 IF 25위

Comparative Analysis of Features Extracted from EEG Spatial, Spectral and 
Temporal Domains for Binary and Multiclass Motor Imagery Classification

Information Sciences
Information Systems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55개 중 IF 9위

Inter-Network High-Order Functional Connectivity (IN-HOFC) and its Alteration 
in Patien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Neuroinformatics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06개 
중 IF 9위

Subject-Independent Brain-Computer Interfaces Based on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EEE Tra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33개 중 IF 2위

Coarse-to-Fine Deep Learning of Continuous Pedestrian Orientation Based on 
Spatial Co-occurrence Feature

IEEE Transactions on Intel 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Civil En gineering 분야 128개 
저널 중 IF 5위

A Subject-Transfer Framework based on Single-Trial EMG Analysis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EEE Tra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habilitation 분야 저널 65개 중 IF 
5위

Error Correction Regression Framework for Enhancing the Decoding Accuracies 
of Ear-EEG Brain-Computer Interfaces

IEEE Trans. on Cybernetics
Automation & Control Systems 분야 
저널 62개 중 IF 1위

이종환
Mediation Analysis of Triple Networks Revealed Functional Feature of 
Mindfulness from Real-time fMRI Neurofeedback

NeuroImage
Neuroimaging 분야 저널 14개 중 
IF 1위

한재호

Deep Neural Network Regression for Automated Retinal Layer Segmentation 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mages

IEEE Trans. on Image Proc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33개 중 IF 9위

Model-based Chemical Exchange Saturation Transfer MRI for 
Robust z-Spectrum Analysis

IEEE Trans. on Medical Imaging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Computer Science 분야 저널 106개 
중 IF 3위

IF 상위  10%

2019년 1학기 (2019. 03 - 2019. 08) 

참여교수_초청강연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지

곽지현 190513
International Workshop on Function, Information 
Spreading, and Percolation in Brain Networks

APCTP
Neural Circuit Mechanisms Underlying 
the Propagation of Neural Codes in the Feedforward 
Network of the Brain

한국

이성환

190402 고려대학교 기술경영 최고경영자과정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및 전망 한국

190524 실현 가능한 AI 심포지엄 대한전자공학회 사업위원회 실현 가능한 패턴인식 및 머신러닝 기술 소개 한국

190614 Korea University-Halla Business School III (K-HBS III) 한라그룹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및 전망 한국

190705 LG전자 CTO부문 초청세미나 LG전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최신 연구 동향 한국

190708
2nd France - Korea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Meetin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for 
AI in Korea

France

190809 2019 한국전기전자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전기전자학회 인공지능 기술과 더 나은 삶 한국

190823 2019 Global Professional Program 현대자동차그룹 AI Business Strategy 한국

초청강연 8회

소속 저자 논문 제목 저널명 비고

C. Wallraven

You or me? Personality Traits Predict Sacrificial Decisions in an Accident Situation
IEEE Tra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Computer Science and Software 
Engineering 분야 저널 104개 중 
IF 8위 

Manipulating and Decoding Subjective Game Experiences during Active 
Gameplay : A Multivariate, Whole-brain Analysis

NeuroImage
Neuroimaging 분야 저널 14개 중 
IF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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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2019. 03 - 2019. 08) 

발표 등 그 외 학술활동 8회

참여교수_발표 등 그 외 학술활동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지

석흥일 190714-19
2019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eural Networks

International Neural Net-
work Society

Session Chair Hungary

민병경 190325
The 26th Annual Meeting of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Cognitive Neuroscience 
Society

Enhanced working-memory performance by 
cross-frequency coupled transcranial alternative current 
stimulation

USA

정지채 190626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워크샵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
사이어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뇌 신호 해석 한국

한재호

190623-2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terials for 
Advanced Technologies 2019

Material Research Society
Chemiresistive pH Sensors based on Advanced 
Nanocomposite Materials for Neurological Healthcare 
Monitoring Systems

Singapore

190827-30
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 
2019

Korean Information Display 
Society

Solution-processed Wearable pH Sensors with a Wide 
Sensing Range for Interactive Displays

한국

C. 
Wallraven

190323-27 IEEE VR 2019 IEEE VR 2019
You or Me? Personality Traits Predict Sacrificial Decisions 
in a VR Simulated Accident Situation

Japan

190709-12 IEEE World Haptics Conference WHC 2019
Fingertip Interaction Metrics Correlate with Visual and 
Haptic Perception of Real Surfaces

Japan

190825-29
42nd European Conference on Visual 
Perception

ECVP 2019 Eye Movements during a Face Race Categorization Task Belgium

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특허 등록 (출원) 

주발명자 발명의 명칭 특허 등록 (출원) 번호

곽지현 광유전학 기법을 이용한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의 시냅스 가소성 회복 방법 10-2019-0069141(출원)

이성환, 석흥일 차량에서의 돌발적으로 출현한 이동 객체를 탐지하는 방법 및 장치 10-1982298 (등록)

이성환 뇌파 측정 전극 및 이를 포함하는 장치 10-1970696(등록)

이성환 사용환경에 적응적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및 그 장치의 동작 방법 10-1939363(등록)

이성환 뇌 신호 기반 기기 제어를 위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10-1970700(등록)

이성환 항공 영상을 정합하는 방법 및 장치 10-1982755(등록)

이성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및 동작 상상에 의해 발현된 뇌파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 10-20190052181(출원)

이성환 청각 자극 기반 수면 유도 시스템 및 그 방법 16/298,640(국제특허)

이성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사용자 대화의도 인식 방법 10-2019-0044793(출원)

이성환 로봇팔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싱 방법 및 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10-1962276(등록)

한재호 정밀 미세 수술 로봇의 광센서 기반 비전 및 제어 시스템 US 10,045,882 B2 (미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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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 Research Outcome
연구성과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석흥일
전은지,  
Ahmad Wisnu 
Mulyadi

190714-19
2019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eural Networks

International 
Neural Network 
Society

Stochastic Imputation and Uncertainty-Aware 
Attention to EHR for Mortality Prediction

Hungary

이성환 정지훈 190727
41th International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Conference 2019

EMB
Trajectory Decoding of Arm Reaching 
Movement Imageries for Brain-Controlled Robotic 
Arm System

Germany

C. 
Wallraven

주의종 190323-27 IEEE VR 2019 IEEE VR 2019
You or Me? Personality Traits Predict Sacrificial 
Decisions in a VR Simulated Accident Situation

Japan

대학원생_포스터발표 국제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곽지현 곽정헌 190713-17
28th Annual Computational Neuroscience 
Meeting CNS*2019

Organization For 
Computational 
Neurosciences

Short-term Plasticity in PV and SST Interneurons 
Enhances Neural Code Propagation in the Feedforward 
Network Model

Spain

석흥일
전은지
이지연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Annual Meeting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Graph Convolutional Network with Sparse Representation 
in Resting-state fMRI for MDD Identification

Italy

이성환

이민지 190725
41th International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Conference 2019

EMB
Graph Theoretical Analysis of Cortical Networks based on 
Conscious Experience

Germany

윤용덕 190725
41th International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Conference 2019

EMB
Reconstructing Degree of Forearm Rotation from Imagined 
Movements for BCI-based Robot Hand Control

Germany

이종환

김동율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Annual Meeting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Real-time fMRI Neurofeedback of Laterality Index from 
Stroke Patients: Preliminary Study

Italy

김현철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Annual Meeting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Image and Text Understanding of Human Brain as 
Measured by fMRI using Deep Neural Network

Italy

김현철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Annual Meeting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Naturalistic Viewing Paradigm using Eye-tracking based 
360° Movie Clip

Italy

이주현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Annual Meeting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Dynamic Functional Connectivity Fingerprint from 
Deep Neural Network for Individual Identification

Italy

(2) 대학원생 학술활동 실적

구두발표 총 6편     국제 3편, 국내 3편

포스터발표 총 13편     국제 13편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개최국

이종환

Niv 
Lustig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Annual Meeting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DNN With Greedy Layer-Wise Parameter-Free Weight 
Sparsity Control for fMRI Data Classification

Italy

Hanh 
Vu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Annual Meeting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xtracts 
Shift/scale-invariant Features to Classify fMRI Volumes

Italy

Hanh 
Vu

190609-13
201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 Annual Meeting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Deep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for Simultaneous 
EEG-fMRI Data: Evaluation from Hand Clenching

Italy

한재호
Lua 
Ngo

190827-30
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 (IMID) 2019

Korean Information 
Display Society

Solution-processed Wearable pH Sensors with a Wide 
Sensing Range for Interactive Displays

한국

대학원생_구두발표 국내

지도교수 발표자 일시 학술회의명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석흥일

강은송 
이지연

190626-28 2019 한국정보과학회 컴퓨터종합학술대회 한국정보과학회
휴지-상태 fMRI 영상 기반 자폐증 진단을 위한 
다중-레벨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정원식 190626-28 2019 한국정보과학회 컴퓨터종합학술대회 한국정보과학회
데이터 기반 시간 및 다변수 간 상관관계를 통한 결측값 대체 
방법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진행 모델링

한재호
Lua 
Ngo

190619 2019년 한국통신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통신학회
Automated Retinal Image Segmentation based on Deep Neural 
Network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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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코너

베를린에서 개최된 개최된 제41회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학회

에 참석하여 의식 경험 기반 대뇌 피질 네트워크의 그래프 이론 분석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발표한 논문은 경두개 자기자극에 기반하여 수면 단계에 

따른 의식의 대뇌 네트워크의 차이를 그래프 이론을 이용하여 뇌 연결성 관점

에서 설명한 연구이다. 논문 발표를 하면서 수면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는 석

학들과 동료 연구자들과의 토론은 향후 연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계

기가 되었다. 특히 기계학습을 기반의 뇌 신호 분석은 의식 분야에서 그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이번 학회 

참석을 통하여 인공지능 관점에서 뇌의 다양한 연구들을 접할 수 있어서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참여코너

BCE 

3월부터 두 달 동안 미국 메사추세츠 공대 (MIT) 맥거번뇌연구소의 MEG 랩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인 Dimitrios Pantazis와 MEG와 

EEG 등의 뇌신호를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뇌연구에 전문화되어 있는 연구소답게 장소 곳곳마다 뇌와 관련된 상징물과 인테

리어가 갖추어져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연구실은 개인 연구공간과 MEG 신호를 측정하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었다. 연구 공간은 개

인 공간뿐 아니라, 다른 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및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특히, 24코어의 서버를 운용하고 있

어 대규모 신호데이터도 큰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었다. MEG 측정 장소에서는 국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MEG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피

험자들로부터 직접 MEG 신호를 취득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실제 연구논문 작성과 관련해서는 Dimitrios Pantazis가 그의 최근 논문에서 

활용한 뇌신호 분석 Tool 등을 배우고 EEG 데이터에 적용하여 논문작성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험의 모

든 트라이얼을 활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기술은 연구의 분석결과에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는 방법으로 향후 연구실의 뇌신호 분

석 연구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매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와서 세미나를 진행하여 소중한 배움의 기회도 되었

다. 비록 두 달간의 짧은 방문 기간이었지만 집중하여 연구성과를 내었고 향후 연구에도 활용 가능한 분석 방법을 배워와서 좋은 경험이었다.

베를린에서 개최한 EMBC 2019에서 진행하는 손목 회전 의도 디코딩 연구에 

관련된 포스터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발표들을 들었다. 진행중인 

연구와 관련 하여 손목 회전 디코딩 네트워크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전처리 과

정이나 디코딩 네트 워크 등에 대하여 학술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진

행중인 연구에 대하여 다양한 코멘트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또

한 컨퍼런스에 진행된 Oral session등 을 통해 각국에서 진행중인 연구를 알 

수 있었는데, 특히 Graz 대학 그룹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상지 움직임 의도 연

구에서 현재 연구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EMBC 2019에서 얻

은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ssay   ● 국제 학술대회 후기

  ● 해외기관 방문연구 후기

독일 튀빙겐에 위치한 Max plan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와 슈투

트가르트에 위치한 Max plan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의 Haptic intel-

ligence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튀빙겐 연구소에서는 Max plan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의 Cable Robot Simulator 장비를 사용하여 

Acceleration threshold perception실험을 20명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슈투트가르트 연구소의 Max plan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에서

는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실제 촉감을 계산적 방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활용방법을 배웠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실의 

촉감 연구 자극 샘플들에 대해 실제 측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 튀빙겐의 Cable Robot Simulator장비를 통해 이전에 연구할 수 없

었던, 실제 가속도 값으로 움직이는 시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지각하는 acceleration threshold를 측정할 수 있었다. 또 슈투트가르트 연구소

의 촉각 측정 장비를 통해, 촉각 연구의 주요 요인인 모양과 재질의 다양성을 계산적인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했다. 이러한 차별된 장비를 통

한 연구들은 이전 연구들과 차별화된 연구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민병경 교수, 김현석, 김정우 연구원

연수기간 : 190304-0430

장소 :  McGovern Institute for Brain Research,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윤용덕 (석박사통합과정)

연수기간 : 190723-27 

장소 : 독일 베를린

이민지 (박사과정)

연수기간 : 190723-27 

장소 : 독일 베를린

강혁묵 (석박사통합과정)

연수기간 : 190625-0830 

장소 :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Max plank insti-

tute for Intelligent Systems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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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코너

베를린에서 개최된 EMBC 학회에 참가하여 의공학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에 

관하여 공부하였다. 학회에서 발표되는 최신 연구들을 이해하며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바이오 데이터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최신 연구 동향을 확인하

였다. Klaus-Robert Muller 교수님의 강연 또한 신경과학, 물리학, 의학 등의 

분야로 인공지능을 적용시키는 향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Oral presentation

중imagined speech에 대한 MEG (Magnetoencephalography) 연구를 관심 있게 공부하였다. 해당 연구는 spectrogram과 CNN (Convolu-

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89.58%의 매우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다. 학회에서 보고 배운 최신의 연구들과, 이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

는 경험이 앞으로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하는 41th International Engineering in Biology 

Conference 2019에 참가하였다. 셰계 최대 규모의 의공학 학회인 만큼 다

양한 주제들로 세계유수 연구그룹과 석학들의 연사가 있었다. 특히 현재 진

행중인 연구 분야인 Brain-Computer Interface (BCI) 분야에서는 뇌 신호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자군의 신경 재활 이나 외부 기기 장치 제어 등을 일반

적인 기계학습 방법이 아닌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연구흐름이 많이 진행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Trajectory Decoding of Arm 

Reaching Movement Imageries for Brain-Controlled Robotic Arm System" 에 대한 주제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고, 뇌 신호 기반 로봇 제어

에 있어 다양한 딥러닝 기술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눌 수 있었다. 향후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국 브라이턴에서 개최한 ICASSP 학회에 참가하여 음성 인공지능 분야의 최신연구 동향

에 관하여 공부하였다. 최근 음성 인공지능에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할 수 있는 음

성 합성 연구는 물론, 다양한 목소리로 변환시킬 수 있는 음성 변환연구의 최신 동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회에 참석한 국내 음성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과의 미팅 자리에서 한국어 

음성 연구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와 현재음성 인공지능 산업의 동향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진행

한 음성 합성/변환 연구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번 학회에서 보고 배운 연구

들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훈 (석박사통합과정)

연수기간 : 190512-19

장소 : 영국 브라이턴

이서현 (석박사통합과정)

연수기간 : 190723-27 

장소 : 독일 베를린

정지훈 (석박사통합과정)

연수기간 : 190723-27

장소 : 독일 베를린

2020년 한국 뇌 캠프

- 주최: 한국뇌교육학회

- 주관: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생물정보연구소, 한국뇌교육연구소

- 후원: 고려대학교 뇌공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KAIST 뇌과학연구센터, POSTECH 뇌연구센터

- 일시: 2019년 1월 16일(목) - 17일(금) (예정)

-  참가 대상: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뇌에 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인터넷 접수: 2019년 12월 1일(일)부터 선착순 마감

- 홈페이지: https://braincamp.kr/

BCE Information

일정

2020학년도 전기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 과정 신입생 모집 

- 입학설명회: 2019년 9월 25일(수) 

- 지원서 입력: 2019년 10월 1일(화) - 7일(월) 

- 서류 접수: 2019년 10월 1일(화) - 10일(목) 

- 구술 시험: 2019년 11월 9일(토) 

- 합격자 발표: 2019년 12월 13일(금)

The 8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2020)

- 주최: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뇌공학글로벌소프트웨어인재양성사업단, 인공지능연구센터,  

Technische Universita‥t Berlin (Machine Learning Group)

- 주관: 사단법인 한국뇌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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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Brain Initiative 외

- 일시: 2020년 2월 26일(수) - 28일(금)

- 장소: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 홈페이지: https://bci.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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