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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Wave Characteristic Analysis by Multi-stimuli 
with EEG Channel Grouping based on Binary Harmony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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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d a novel method for an analysis feature of an Electroencephalogram (EEG) at all channels 
simultaneously. In a BCI (Brain-Computer Interface) system, EEGs are used to control a machine or computer. The EEG signals 
were weak to noise and had low spatial resolution because they were acquired by a non-invasive method involving, attaching 
electrodes along with scalp. This made it difficult to analyze the whole channel of EEG signals. And the previous method 
could not analyze multiple stimuli, the result being that the BCI system could not react to multiple orders. The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made it possible analyze multiple-stimuli by grouping the channels. We searched the groups making the 
largest correlation coefficient summation of every member of the group with a BHS (Binary Harmony Search) algorithm. Then 
we assumed the EEG signal could be written in linear summation of groups using concentration parameters. In order to verify 
this assumption, we performed a simulation of three subjects, 60 times per person. From the simulation, we could obtain the 
groups of EEG signals. We also established the types of stimulus from the concentration coefficient. Consequently, we 
concluded that the signal could be divided into several groups. Furthermore, we could analyze the EEG in a new way with 
concentration coefficients from the EEG channel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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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이 아니라 다중 자극에 대한 모든 반응을 동시에 분석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든 채널을 동시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BCI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룹화를 위해 알고system . BHS

리즘이 사용되었고 실험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

II. BINARY HARMONY SEARCH

는 악기들의 연주에서 나타나는 화음에 착안한 알고HS

리즘으로 최적화 기법 중 하나이다 연주에, meta-heuristic .

사용되는 개의 악기들을 찾아야 할 값 (      )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차원의 개수는 악기의 개수

인 이 되고 각 악기가 낼 수 있는 음역의 범위는, 가

가질 수 있는 해의 범위가 된다 각 악기들의 음색이 얼마.

나 조화를 이루었는지 나타내는 목적 함수 가 존재하고

이 의 값을 최대로 혹은 최소로 해주는, 의 값들이 이

목적 함수 의 해가 된다 또 에는 기존에 얻어진 최적. HS

값들의 조합을 저장해 주는 가 존재HM (Harmony Memory)

하는데 만약 새롭게 얻어진, 의 목적함수 값이 기존에 메

모리에 저장되었던 에 의한 목적함수 값보다 더 좋은 결

과를 갖는다면 에 존재하는HM  중 가장 나쁜 목적함수

값을 갖는 와 새롭게 얻어진 를 바꾸어 저장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적 값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다[14].

새로운 의 값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된

다 가능한 해 공간 내에서 무작위로 값을 할당하거나. , HM

에 저장되어 있는 최적 값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고 마,

지막으로 현을 조율하듯 기존  주변에 값을 사용하는

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 을 참조할pitch adjustment . , HM

확률을 이라고HMCR (Harmony Memory Consideration Rate)

하고 를 수행할 확률을, pitch adjustment PAR (Pitch

라고 한다 이나 둘 다 해당되Adjustment Rate) . HMCR PAR

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해의 범위 내에서 무작위 값을 선택

하게 된다 알고리즘은 과 의 값에 따라 수. HS HMCR PAR

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

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사용되고 있다[15,16].

는 해의 범위가 또는 인 를 의미한다 본 논문BHS 0 1 HS .

에서는 를 사용해 어떤 채널이 선택되었는지 나타내었BHS

다 선택 가능한 해의 범위가 과 뿐이어서 많은 범위를. 0 1

탐색해야 하는 일반 알고리즘보다 빠르게 계산 할 수HS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진코드에 적용할 때 pitch adjustment

과정에서 오작동의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들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를 채널 선택에[17]. BHS

이용해 단순화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BHS .

신호의 그룹화 방법 제안III. EEG

인간의 두뇌는 내부 혹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반

응하여 신호가 발생하고 이 때 발생한 신호가 특정EEG ,

부위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여러 자극이.

사람에게 가해질 때 각 자극에 의해 발생한 뇌파의 반응이,

중첩이 될 뿐 서로에게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

면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뇌파는 중첩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고 뇌파의 전체 반응은 개별 자극에 대한 반응들

의 선형 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18].

을 기준으로 피험자에게 가해지는 자극의 수와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의 수는 같고 이 때 나타나는 각 반응들을 별개,

의 그룹으로 생각해 그룹들의 합으로 신호를 나타낼 수 있

다 이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식 과 같다. (1) .

 
  



∙ (1)

여기서 는 특정 시간 에서 개의 채널들이 갖는 뇌파의64

크기를 의미하고, 는 피험자에게 주어진 반응의 총 개수

즉 채널이 짝지어진 그룹의 개수를 의미한다, . 는 시간

에서 존재하는 번째 그룹을 의미하고, 는 시간 에서t 

번째 그룹이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지 나타내는 채널의 집

중도 계수를 의미한다 집중도 계수는 다음과 같이 전체 채.

널과 해당 그룹사이의 의 비율을 의미한다power .

 
전체채널의 

번째그룹의 
(2)

즉 이 집중도 계수가 큰 그룹은 시간에 가장 활성화되

어 피험자가 집중을 하고 있는 주요 그룹으로 볼 수 있고,

이 집중도 계수가 낮은 그룹은 상대적으로 영역이 활성화

된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집중도 계수는 시간에 따라.

값이 변화하지만 특정 시간동안 피험자가 어떤 자극에 집,

중을 유지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에서는 일반적인 상수항으

로 볼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일,

정한 상수 값으로 간주하고 내용을 전개하였다.

채널들을 각 그룹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

식 을 목적 함수로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3) BHS .

max




  




 






(3)

여기서 은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채널의 개수를

나타내고,  , 는 그 그룹에 속하는 채널을 의미한다.

∙은 두 채널 사이의 상관 계수를 구해주는 함

수를 뜻한다 식 에서 표현하고 있는 목적함수는 서로 유. (3)

사한 경향을 지니어 상관 계수가 큰 채널들을 찾아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엮기 위해 상관 계수의 전체 합을 가장,

크게 만드는 조합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

는 분모 항들은 상관 계수의 합을 평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이 분모 항들로 상관계수의 합을 나누지 않을 경우

채널들 사이의 상관 계수 값에 관계없이 모든 신호를 선택

할 때 그 합이 가장 크게 나오므로 알고리즘을 수행BHS

하고 나면 모든 항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방지하기 위해 상관 계수의 합에 사용된 채널들의 개수

의 제곱으로 주어진 두 채널 간의 상관 계수의 합을 나누

어 주었고 그룹에 속한 채널의 개수의 제곱으로 다시 전체,

상관 계수들의 합을 나누어 주었다.

위의 과정을 거쳐 일단 그룹에 속하게 된 신호는 다음

계산에서 제외시켰다 중첩에 원리를 가정하였으므로 그룹. ,

사이에 중복되는 채널이 존재하여도 관계없으나 분석, E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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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계산의 복잡도를 낮추고자 중복되는 채널이 좀 더 상관

계수가 큰 그룹을 선택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실험 방법IV.

뇌파의 그룹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총 세 명의 건강한 대 후반. 20

남성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각 피험자별로 하나의.

세션이 개의 으로 이루어진 세션을 번 반복하였고7 epoch 6 ,

이 하나의 실험을 자극에 대한 피드백 없이 회 반복하여10

실시하였다 신호를 얻기 위해서 실험에 사용한 장비. EEG

는 사의 와 이었고 신호를 처리하NeuroScan Stim2 Synamps2 ,

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의 과NeuroScan Curry7 MathWorks

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채널수Matlab .

는 총 개이며 이중에서 개의 전극은 노이즈 제거 및 공69 5

통 접지로 사용되었다 사에서 나온 을. NeuroScan quik cap

이용하여 전극을 두피에 부착하였고 에 사용된, quik cap 69

개 전극의 배치는 을 따르고 있다international 10-20 system .

장비를 통해 측정된 신호는 샘플링 주파수를EEG 250

로 하여 디지털로 저장되었다 신호 분석에 사용된 주파Hz .

수 영역은 파부터 파까지의 주파수 대역인 에서8 Hz 70

까지의 대역에 를 이용해 습득하였다 이는Hz Bandpass filter .

낮은 주파수대역에 존재하는 생체 노이즈의 제거와 함께

인간의 의식적인 두뇌활동이 이 주파수 대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가 설치된 개의 전극을 통해서는 눈[19]. 5

의 깜빡임 및 심박동에 의한 노이즈를 제거하였다 피험자.

는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가능한

한 예방하기 위하여 편한 자세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였다.

실험실 환경은 아래의 그림 과 같이 구성되었다1 .

이번 실험에 사용된 자극은 총 세 종류로 청각에 대한,

자극 시각에 대한 자극 그리고 피험자가 직접 손가락을 움,

직이는 운동을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각 자극은 피험자에게.

초씩 제시되었으며 개의 자극이 번갈아 제시되었다 청1 3 .

각 자극을 수용하기 위해서 피험자는 이어폰을 이용하여

소리를 들었으며 시각 자극을 수용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계속 응시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피험자가 운동을 하고자.

하는 심상을 갖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뇌파 기록 결과에

가 표시되는 입력 패드를 사용해 움직임을 확인하였다cue .

그림 는 한 세션에 사용된 자극들이 어느 시간에 어떻2

게 주어졌는가를 를 통하여 표시한 것이다timing chart . S1,

는 차례대로 자극 을 의미하고 자극 의S2, S3 1, 2, 3 , 1, 2, 3

순서는 세션별로 다르게 설정하여 피험자가 항상 무작위

순서로 자극을 받도록 하였다 처음 세 번의 은 한 가. epoch

지 자극이 번갈아 가며 제시되고 다음 세 번 에는 두epoch

가지의 자극이 돌아가면서 피험자에게 제시된다 마지막. 7

번째 에서는 세 가지의 자극이 동시에 제시된다 각epoch .

사이의 휴식시간은 초로 지정하였으나 운동 자극이epoch 2 ,

주어지기 직전에는 휴식 시간이 끝나기 전에 화면300 ms

에 기호를 표시를 하여 다음에 나타날 자극이 운동 자‘+’

극임을 피험자에게 상기시켜주어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극

에 운동 심상 및 실제 동작 행위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청각 자극은 의 순수한 톤으로1000 Hz 1

초 동안 피험자의 오른쪽 왼쪽 귀에 동시에 가해졌다 청, .

각 자극의 제작은 를 이용하였으며 장비에 의해 통제Stim2 ,

되는 앰프를 사용하여 딜레이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였다 또 청각 자극이 발생하는 시각은 를 통해. cue

관찰자가 확인하도록 하였고 음량은 피험자가 불편함을 갖

지 않고 문제없이 자극을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시각 자극은 화면에 나타난 녹색 화면을 응시.

하도록 하였고 화면이 주어지는 시간은 초 동안으로 피, 1 ,

험자는 집중해서 응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시각 자극이 주어.

지지 않는 경우에 화면에는 검은색 화면만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운동 자극은 사용자에게 운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는 십자 마커가 화면에 동안 나타난 다음 초300 ms 1

동안 화면에 흰색 글자로 이라는 문장을 나타‘press button’

내어 이 지시가가 화면에 뜨는 동안만 반응 패드를 이용해

특정 버튼을 반복해서 입력하도록 하였다 패드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 기록되도록 하여 추후 자료 분석에 용cue

이하도록 하였다 버튼을 누르는 손은 오른손이나 왼손의.

구분 없이 피험자가 편하게 느끼는 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처음 선택한 손을 실험이 끝날 때 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외의 동작은 최소한이 되도록 사전에 지시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알고리즘의 은BHS HMCR

였고 은 였다 또한 의 크기는 개였다95% , PAR 5% . HM 10 .

는 번 계산을 반복하여 최적 값을 찾았다BHS 1,000 .

실험 결과 및 고찰V.

실험 결과1.

실험은 을 이용해 필터를 적용한 데이터를Curry 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각 자극별로 얻어Matlab .

진 피험자 한 명당 개의 데이터를 평균 낸 신호를60 EEG

대상으로 그룹화를 수행하였다 그룹화EEG Channel . EEG

계산 과정은 회를 반복하여 수행되었고 얻어낸 결과를10

그림 1. 신호측정환경EEG .

Fig. 1. EEG signal acquisition condition.

그림 2. 한세션에사용된자극의 timing chart.

Fig. 2. Stimuli timing chart of one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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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그룹화가 된 빈도가 가장 높게 나온 채널끼리 묶어

내어 개의 채널들을 새로운 그룹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64 .

평균적으로 개의 그룹들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23

었다 새롭게 다시 묶어진 그룹들은 다른 그룹들보다 많은.

채널을 지니고 있는 그룹들과 개 내지 세 개의 채널로 작2

게 묶이는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측의 표 은 피험. 1

자 별로 그룹의 크기에 따른 주요 그룹을 나타낸 것이다.

대체적으로 청각 자극이 들어올 경우 측두엽의 영역, T

부근이 활성화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시각 자극에 대해선,

후두엽 부근의 영역들이 운동에 대해서는 운동 중추를O ,

담당하는 영역 부근이 활성화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C .

또한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영역과 같은 경우 거의F ,

모든 자극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험자 의 청각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두 그룹을 표시(a)

하였는데 위의 그룹은 속한 채널수가 가장 많은 그룹이고, ,

아래 그룹은 일반적으로 청각 자극이 들어올 때 발현되는

영역과 가까운 그룹을 나타낸다 이는 가장 큰 그룹이 자극.

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다른 요인 즉 집중도, ,

에 반응을 표현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피험자별로 두 개 혹은 세 개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자극에 반응하는 채널들은 하나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와

비슷한 영역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 역시 알 수 있다피.

험자 의 청각 시각의 경우에는 전두엽의 영역과 후두A ‘ + ’ F

부의 영역이 동시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청각O , ‘ +

운동의 경우에는 를 비롯한 영역과 와 같은’ C4 C O2, CB2

표 1. 자극에따른피험자별주요 채널그룹EEG .

Table 1. Major EEG channel group of subjects by stimuli.

자극 종류 그룹

(a)

청각
[FPZ,FP2,FC1,C5,FC2,PO7,OZ,PO3,CB1,O2]

[F5,F3,T7,FC3,CP2,TP7,CPZ,P4]

시각 [P8,PO7,CB2,O1,OZ]

운동
[AF4,FZ,F1,FT7,PZ,PO8,OZ,O1]

[F7,CP5,C4,CP2,CP1,P6,P4]

청각 시각+
[FP1,AF4,F4,F2,FCZ,FT8]

[P8,PO6,PO8,O2]

청각 운동+
[F7,F5,C4,CP4,CP6,PO3,PO6]

[FC1,P1,FC4,P6,PO8,O2,CB2]

시각 운동+
[F6,FC5,CP4,C4,CP1]

[P6,PO6,OZ,CB1]

청각 시각 운동+ +

[FP1,F1,AF3,AF4,FZ,FC1,FCZ]

[FP2,F4,F3,F2,FC2,PO8,CP4,P3,CB2]

[F6,CZ,C1,P5,CP5,CP3,CPZ,PO5]

(b)

청각
[FP1,FP2,F3,AF4,F5,FC2,T7,TP7,T8,CP6,CP6,

PZ,P7,P1,P6,POZ,PO7]

시각
[FC1,FC2,FCZ,FC4,CP6,PO3,P6,PO8]

[P7,CB1,POZ,PO6]

운동
[FP1,FPZ,AF3,F1,AF4,F4]

[PF6,C3,C4,CPZ,T8]

청각 시각+
[FC5,TP7,C3,C6,P4,P5]

[PO3,PO4,OZ,PO8,O1,CB2,O2]

청각 운동+
[F2,F6,FC6,C1,CZ,C4,P1,PZ,P4,PO7,O2,OZ]

[AF3,AF4,F4,FC5,C3,C6]

시각 운동+
[CZ,C4,CPZ,CP4,CB1,PO5,O1]

[CP1,PZ,P4,PO3,POZ]

청각 시각 운동+ +

[FPZ,FP2,AF4,F8,C5]

[F3,CP1,C1,P1,PZ]

[F2,FC1,F6,C2,T7]

(c)

청각
[FT7,CP2,PO7,P6,PO5]

[TP7, PO4, OZ, PO6, O2]

시각
[TP8,POZ,P8,PO4,PO8,O1,CB1]

[PO3,PO6,OZ,CB2,O2]

운동 [F3,FC1,C1,FCZ,O1,CB1,OZ,CB2,O2]

청각 시각+
[FP1,FPZ,AF3,AF4,FZ,F1,F2]

[F8,FC6,C4,T7,CP5,P2,P5,P3]

청각 운동+
[FP1,FPZ,FP2,AF3,F1,FZ,C1]

[F2,F4,FCZ,FC3,FC2,CP5,C6,CPZ]

시각 운동+
[FP1,FPZ,AF3,FZ,F2,FC1,FC2,FCZ,C3,P7,P1]

[C1,C2,P2,P5,PO4,CB2,PO8]

청각 시각 운동+ +

[FP1,FPZ,AF4,FP2,F3,FCZ,F1,CP3]

[FC5,FC1,C3,FC6,CP2,CZ]

[PO6,PO8,CB1,OZ,O2,CB22]

(a)

(b)

(c)

그림 3. 청각 시각 운동자극시피험자별최대크기를갖는그, ,

룹들.

Fig. 3. Major group made by sound, visual, motory stimuli from

subject (a), (b)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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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엽부분의 활성화를 확인 할 수 있다 나머지 모든 자극.

에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 가능하다.

피험자 의 경우에는 두 가지 자극이 주어지는 상황(b)

중에서 청각 시각에서 등의 측두엽이 활성화‘ + ’ TP7, FC5, P5

되는 것과 동시에 와 같은 후두엽의 시각O1, CB2, O2, OZ

담당 영역이 그룹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 가능하였다 이는.

피험자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주어지는 자극에(a)

대해 동시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리즘을 통하여BHS

구별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자극이 주어질 경우.

에는 운동 영역의 그룹과 청각 영역의 그룹으로 나뉘어졌

고 시각 영역의 그룹은 작은 그룹으로 되어 있어 주요 그,

룹을 나타내는 표 에는 나타나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1 .

론적으로 피험자 역시 와 마찬가지로 각 자극별로 반응B A

을 결합해 생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험자 도 앞선 두 피험자와 비슷한 결론을 도출 할(c)

수 있고 특히 모든 자극 동시에 주어질 경우 사고를 담당

한 영역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 그리고 시각의 영역이F , C O

그룹별 분리되었다 결과적으로 세 피험자 모두 동시에 받.

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집중도 계수 분석2.

집중도 계수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BCI

연구에 널리 사용되는 벤치마킹 인dataset BCI competition

의 의 피험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IV dataset I d [20].

터는 건강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오른손 및 왼손 움직임

상상을 수행 비교한 데이터이다 총 개 채널에서 나온 값. 59

을 사용하였고 집중도 계수를 구하기 위한 그룹화는 총, 10

회 반복되었다 그룹화 빈도에 따라 재구성된 채널은 그림.

와 같은 배치를 갖는 총 개의 그룹들로 나누어 졌다4 7 .

그림 는 시간에 따른 그룹별 의 변화를5 power spectrum

나타낸다 움직임 상상을 하는 구간 중 부근에서. , 600 ms

운동과 관련된 영역을 포함한 그룹 및 사고를 담당하는 영

역을 지닌 그룹이 급격히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상상을 준비하는 에서 구간과는 전혀 다른200 400 ms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자극에 집중하는가에.

따라 집중도 계수가 의미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도식화된 의그룹화시뮬레이션결과BCI competetion .

Fig. 4. Result of Grouping simulation for BCI competetion.

그림 5. 시간에따른그룹별 변화power .

Fig. 5. Power change by time and group.

결론VI.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뇌파 채널 사이의 상관계수에

따라 채널별로 그룹을 나누고 이 그룹이 자극에 따라서 생

성된다는 것을 밝혔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자극이 발생하면.

에 변화가 생기데 두뇌의 모든 부위가 활성화 되는 것EEG

이 아니라 자극에 따라서 활성화 되는 부위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뇌의 부위.

에 따른 기능의 분화에 잘 부합하고 더 나아가 이 논문에

서는 특정 동일 시간에 나타나는 각 부위의 반응을 그룹화

해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각 그룹들의 선형 결합표현을 위한 집중도 계수를 이용하

여 어떤 부위가 더 활성화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 과정을 통해 동시에 전 채널에서 발

생하는 모든 반응에 대해 관찰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전,

채널을 분석함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채널 없이 모든 채널

을 확인 가능하므로 신호 습득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채널의 집중도 계수를 이용하여 신호의 특징을 검출

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 앞으로의 및 연구EEG BCI

에 적용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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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년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장 및 박물관장 년~2010 . 2011 ~

현재 중앙대학교 스마트지능로봇연구센터 센터장 관심분야.

는 인공생명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도 인식 감성 인식, - , , ,

유비쿼터스 지능형로봇 지능시스템 컴퓨테이셔널 인텔리, ,

젼스 지능형 홈 및 홈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센, ,

서 네트워크 소프트 컴퓨팅신경망 퍼지 진화연산 다개, ( , , ),

체 및 자율분산로봇시스템 인공 면역시스템 지능형 감시, ,

시스템 등. ICROS 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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