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VEP 발생
모니터의 깜빡임을 

보면 ‘정상상태시각유 

발전위(SSVEP)’가 

발생한다. 이 뇌파는 

뇌파 탐지기를 통해 

컴퓨터에 입력된다.

*SSVEP: 모니터에서 

3.5Hz~75Hz 주파수로 

깜빡거리는 빛을 볼 때  빛과 

같은 주파수로 뇌의 뒤 쪽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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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깜빡임
컴퓨터 모니터 한 쪽에서 

작은 빛이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깜빡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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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람의 뇌파를 전달받다

역시 소통 전도사답군요. 동물을 유심히 관찰하고 미래 기술까지 고민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동물언어를 안다고 해서 사람과 동물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소통은 

언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네. 물론입니다. 사람이 동물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동물에게 사람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소통이겠죠. 이번에 소개할 소통 방법은 바로 ‘뇌공학’입니다.  뇌공학자들은 

사람의 ‘뇌파’를 동물에게 전달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뇌파를 언어로 사용하는 셈이지요. 

뇌파는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뇌파가 

발생하거든요.

도전! 동물과 소통 

나의 생각을 컴퓨터에 전달하라

BCI(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뇌파 탐지기 설치
전기 센서가 붙어 있는 

두건을 머리에 쓰면 사람 

뇌에 발생하는 뇌파를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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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경 외, ‘Focused Ultrasound Modulates the 
Level of Cortical  Neurotransmitters: Potential as a 
New Functional Brain  Mapping Technique’, 2011



아바타 프로젝트, BBI
BBI는 ‘뇌-뇌 인터페이스’(Brain-Brain Interface)의 줄임말로 한쪽 뇌에서 발생한 정보를 다른 쪽 뇌로 

전달하는 장치를 가리킵니다. BBI는 BCI와 CBI가 합쳐진 말이에요. BCI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줄임말로 한쪽 뇌에서 발생한 정보를 컴퓨터로 전달하는 장치예요. 반대로 CBI는 ‘컴퓨터-뇌 인터페이스’ 

줄임말로 컴퓨터의 정보를 다른 쪽 뇌로 전달하지요. 한쪽 뇌의 생각대로 다른 쪽 뇌에서 반응한다고 해서 

‘아바타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초음파로 쥐에게 생각을 전달하라

 CBI(컴퓨터-뇌 인터페이스)

CBI 동작 시작
SSVEP가 발생하면 컴퓨터는 

‘함수발생기’라는 장치의 

스위치를 켠다. 함수발생기는 

CBI를 동작시키는 신호를 만들고, 

이 신호는 ‘증폭기’를 통해

큰 에너지를 갖는다.

초음파 발생
증폭기를 지나온 신호는 

‘트랜스듀서’로 전달돼 초음파를 

발생시킨다. 쥐의 두개골을 잘 

투과하는 65만㎐의 초음파가 

쥐의 뇌에 도달한다.

오렌지 포인트
트랜스듀서 양쪽에 위치한 빨간색 레이저와 초록색 

레이저가 특정 부위를 가리킨다. 두 빛이 섞이면 

주황색이 돼 ‘오렌지 포인트’라고 한다. 이 포인트는 

쥐머리 속 뇌의 시상을 가리키며 초음파가 도착할 

목적지를 정하는 초점 역할을 한다.

쥐 꼬리 움직임
쥐 뇌의 시상에는 꼬리를 

움직이는 신경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초음파를 감지하면 

쥐꼬리가 움직인다.

 

아직은 사람 뇌의 단일한 신호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쥐에게 전달해 

움직이게 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뇌공학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람의 다양한 뇌파를 여러 가지 동물이나 

기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날도 

머지않았겠죠?

민병경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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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는 ‘뇌-뇌 인터페이스’(Brain-Brain Interface)의 줄임말로 한쪽 뇌에서 발생한 정보를 다른 쪽 뇌로 

전달하는 장치를 가리킵니다. BBI는 BCI와 CBI가 합쳐진 말이에요. BCI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줄임말로 한쪽 뇌에서 발생한 정보를 컴퓨터로 전달하는 장치예요. 반대로 CBI는 ‘컴퓨터-뇌 인터페이스’ 

줄임말로 컴퓨터의 정보를 다른 쪽 뇌로 전달하지요. 한쪽 뇌의 생각대로 다른 쪽 뇌에서 반응한다고 해서 줄임말로 컴퓨터의 정보를 다른 쪽 뇌로 전달하지요. 한쪽 뇌의 생각대로 다른 쪽 뇌에서 반응한다고 해서 

‘아바타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함수 발생기

증폭기

트랜스듀서

레이저

양쪽에 

레이저를 

조준하시고…. 

초음파 쏘세요!

초음파 

잘 들었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