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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의 동작 계획 단계에서의 동작 상상 뇌 반응 (motor imagery brain response) 연구는 뇌-컴퓨터 인

터페이스 (Brain-computer interface: BCI)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러한 동작 상상 뇌 반응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생체 전기 신호인 뇌전도(Electroencephalogram :EEG) 신호는 비침습

적이고 측정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주파수 분석 기법 및 표준 알고리즘들이 주

요 특징 벡터(Feature) 추출을 위해 다양하게 정립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뇌전도 신호를 이용

하여 오른손과 왼손의 동작 준비를 위해 발생하는 뇌전도 신호를 처리하여, 상상만으로 동작을 예측 구

분하는 분류 방법론을 다룬다. 제안된 방법론은 시계열(Time series) 특징 벡터 추출 방법을 이용해 추

출한 특징 벡터 집합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이용한 주요 특징 벡터 선정 과정부터 신호 전처리 및 머신 

러닝 기법을 이용한 분류기 적용까지의 수행 과정을 정립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는 “Physiobank 

motor/mental imagery database”의 40명(11채널, 45번 실험측정)의 대상자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제안

된 방법론을 이용한 수행 결과는 모든 입력 특징 벡터를 사용한 기존 방법에 비해 평균 9% 정도의 성

능 향상을 보인다. 

  

1. 서론. 

뇌전도를 기반으로 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분야의 동작 상상 뇌 반응 연구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적인 동작 없이 동작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전도 신호는 상상에 따른 특징적인 신호 

변화를 보이게 된다 [1]. 이런 특징들은 뇌전도 신호를 

이용한 전자 제어 및 재활 공학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뇌전도 신호는 비선형, 비정상성 및 멀티채널 신호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뇌전도 신호를 이용한 

응용에서는 그것의 특징을 잘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뇌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동작 상상 뇌 

반응을 구분하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피실험자는 오른손과 왼손의 움직임을 상상만 하는 

경우이며, 이 때 오른손/왼손을 구분하여 클래스 정보 

역시 같이 기록되어 감독 학습 분류 문제로 다루어 

지게 된다.  

뇌 전도 신호는 64개 채널로 기록이 되며, 이 중 주요 

11개 채널 (Motor Cortex 영역)의 신호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속 시간 신호인 뇌전도 신호의 

특징적인 입력을 구성하기 위해 9 종류의 연속 시간 

특징 벡터 추출 기법을 이용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2]. 최종 분류 알고리즘 적용은 단일 분류기가 

아닌 앙상블 분류기를 사용하였으며, 논의된 모든 비교 

실험 결과를 통해 상대 정보량 민감도 분석 기법이 

동작 상상 뇌 반응 분류 문제에 대해 유용함을 보였다. 

 

2. 신호 처리 기법 (Signal processing) 

뇌전도 신호로부터 중요한 주파수 성분 (약 8~25 Hz) 

을 추출하기 위하여 multivariate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MEM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3]. 

MEMD 알고리즘은 동작 상상 뇌 반응으로부터 중요한 

주파수 성분을 기존 디지털 필터 (FIR 또는 IIR) 나 

wavelet 변환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출해 낸다고 알려져 

있다 [3]. 기존 디지털 필터나 wavelet 변환 

알고리즘들은 코사인 함수나 mother wavelet 함수와 

같은 basis 함수에 의존하여 비선형적인 뇌전도 신호를 

선형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MEMD 알고리즘은 입력 

신호 자체에서 적응적으로 basis 함수를 추출하여 

비선형적인 뇌 전도 신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분석 알고리즘들은 단채널 분석 

방법인데 반해 MEMD 알고리즘은 다채널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여 여러 채널에 동시에 나타나는 

성분들을 보다 정확히 추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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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뇌전도 신호의 측정은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64 채널의 

연속 시간 신호를 저장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64 

채널의 신호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주요 정보 특성을 감쇄 시킬 수 있으므로, 

동작 상상 반응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뇌반구 중심 

영역의 11개 채널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동작 상상 

뇌 반응의 경우, 오른손과 왼손의 동작을 클래스 

레이블로 고려할 때, 클래스 결과에 따라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특징 입력 특징 벡터를 선별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민감도 분석 지표에는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계수는 입출력간의 

선형적인 관계만을 나타내 주어 비선형적 관계가 있는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 처리 이론 분야의 상호 

정보량(Mutual information) 을 사용할 수 있다. 상호 

정보량은 두 데이터가 동시에 변동되는 사건(Joint 

probability)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상호 비선형적 

관계까지 나타내어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출된 11채널, 9종의 총 99개 특징 입력과 

클래스 레이블(Left/Right)과의 관계를 실험 대상마다 

계산하여 분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식 1) 상호 정보량 (Mutual information) 

 

4. 특징 벡터 추출 (Feature extraction) 

분류기 입력으로 사용될 특징 벡터 추출 방법에는 시계

열 신호의 대표 값을 계산하여 주는 총 9종의 시계열 

특징 벡터 추출 기법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추출 기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2]. 

 

 

Time series 

feature 

extraction 

methods 

SignalPower 

Area 

AveragePeakAmplitude 

AverageValleyAmplitude 

LineLength 

NormalizedDecay 

NormalizedPeakNumber 

PeakVariation 

RootMeanSquare 

표 1) 주요 특징 벡터 추출 방법 

 

5. 기계 학습 분류 알고리즘 

상호 정보량에 의해 선별된 입력을 이용하여, 최종 

분류를 위해 앙상블 분류기가 사용되었으며, 여러 

실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앙상블 분류기 중,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분류기가 사용되었다.  

랜덤 포레스트는 다수의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로 

구성되며, 각각의 의사결정나무의 입력 데이터는 

랜덤하게 선정된다. 최종 결과는 개별 의사결정나무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는 다수의 입력에 대해 유용한 결과를 

보이며, 비교적 정확한 예측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개념도[6] 

 

6. 실 험 결 과 

6.1 민감도 분석 결과 

연구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Pysiobank motor/mental 

imagery database”의 40명(11채널, 45번 측정) 

데이터이다. 동작 상상 반응 뇌 반응 분류기는 뇌전도 

신호의 비정상성(non-stationary) 및 무결성적이지 

않은(noisy) 특성으로,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된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실험 대상 별 독립적인 분류기 

구성을 위한 학습을 수행한다. 즉, 대상마다 각 대상에 

더 적합한 주요 특징 벡터 집합을 구성함으로써 분류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표이다. 

프로그램 구성상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모든 대상들을 

신호 처리하여, 40명 모두 각각 99개의 최초 특징 

벡터를 구성한다. 모든 특징 벡터 중 6개 정도가 

실험적으로 클래스 레이블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매 대상마다 상호 정보량에 기반한 6개의 

적합 특징 벡터를 선정하게 되며, 이 결과가 분류기의 

최종 입력으로 들어가게 된다. 주요 적합 특징 벡터는 

실험 대상마다 상호 정보량의 순위에 따라 표 1)에서 

보인 특징 벡터들이 모든 대상 마다 다른 조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민감도 순위에 따른 비교 실험을 하기 위해,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를 이용한 특징 벡터 비교 실험을 5-

fold 교차 검증 방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2014년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그림 2) 특징 벡터에 따른 실험 대상 별 정확도 결과 

(총 40명 실험 대상 중 1~10번 피실험자 결과) 

 

 

그림 3) 특징 벡터에 따른 평균 정확도 비교 결과 

 

그림 2)와 3)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 정보량이 가장 큰 

순서로 6종류의 특징 벡터를 사용한 결과가 99개의 

모든 특징 벡터를 사용한 결과 보다 40명 실험 결과 

기준 평균 9% 정도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민감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비교 대상으로 가장 낮은 상호 정보량을 나타내는 

6종류의 특징 벡터를 사용했을 때, 그 성능이 확연히 

낮아지는 결과 역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뇌 상상 동작 반응의 분류 성능을 높이는데, 제안된 

민감도 분석 방법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6.2 분류기 성능 비교 결과 

실험 결과 6.1을 바탕으로 6종의 주요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다른 분류기 성능을 평가하였다. 아래 그림 

4)와 같이 대표적인 분류 알고리즘들인 SVM, 

NaiveBayes, MLP, DecisionTree와 비교 실험을 진행 

하였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가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분류 알고리즘 성능 비교 결과 

 

7.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동작 상상 뇌 반응 분류 문제에 대해, 

시계열 신호의 다양한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이를 상호 

정보량을 이용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분류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을 통해 민감도 분석에서 상호 정보량이 

대상 별 분류기의 학습을 위한 주요 특징 벡터 선택에 

주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앙상블 분류기인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이 

분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적합한 알고리즘임을 역시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향 후 연구 과제로는 시계열 특징 벡터 외에 소스 

지역화(Source localization) 개념이 가미된 특징 벡터 

추출 기법이 추가로 연구될 예정이며, 새롭게 추출된 

특징 벡터에 적합한 분류기의 적용 및 개발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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