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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금까지 EEG 기반의 brain-computer interface (BCI) 는 분류 정확도나 정보 전달 속도와 

같은 BCI 성능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긴 기간 동안 일상 생활에서의 사용을 위해 반복되는 테스트 (test-retest) 에 대한 신뢰성

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BCI 시스템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한가지는, 신

호 측정에 사용되는 EEG 전극의 탈 부착으로 인해 종종 발생하는 전극 위치의 경미한 

차이이다. 이러한 전극 배치의 차이가 BCI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 논문

에서는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전극 위치를 조금씩 차이를 두면서, 운동 심상 (motor 

imagery, MI) 을 기반한 BCI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특징 추출 방법을 가지고 평가, 비교

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기준 위치의 전극 (Fz, C3, C4) 과 기준 위치의 전극

에서 각각 1cm 씩 떨어져 위치해 있는 전극 6개로 EEG 신호를 측정하였다. 건강한 8명

의 피험자들이 왼팔-오른팔의 총 180번 운동심상을 수행하였다. 서로 다른 일곱 가지 특

징 추출 방법 (power spectral density [PSD], phase locking value [PLV], coherence, PSD와 PLV 

의 결합, PSD와 coherence의 결합, PSD와 PLV와 coherence의 결합, cross-correlation [CC]) 을 

전극 위치 변화에 대한 영향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분류 정확도면에서도 평가 하였고, 

공통적으로 5-fold cross-validation과 선형판별분석(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을 분류

에 사용하였다.   

 정량적인 분석 결과 PSD나 CC를 기반으로 한 특징의 사용은 PLV를 기반했을 때의 특

징을 사용했을 때 보다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임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PSD

를 기반한 특징은 EEG 전극 위치가 바뀜에 따라 CC나 PLV에 기반한 특징보다 더 민감

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보였다. Coherence를 기반한 특징의 경우 PSD나 CC를 기반으로 

한 특징 보다는 낮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지만 EEG 전극 위치의 변화 측면에서는 PSD 

보다는 덜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PLV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CC나 PLV를 



 

ii 

 

기반한 특징들 보다 더 민감함을 보였다. PSD와 PLV 또는 coherence를 기반한 특징들의 

조합은 현저하게 낮았던 PLV 또는 coherence를 기반한 특징의 분류정확도가 어느 정도 

개선시킴을 보였으나 여전히 EEG 전극 위치 변화에 대해서는 CC와 PLV를 기반한 특징

보다 민감함을 보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은 CC가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임과 

동시에 빈번히 발생 될 수 있는 EEG 전극의 작은 위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운동 심상을 기반한 BCI 연구에서 유망한 특징 추출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주요어 : brain-computer interface (BCI), electroencephalography (EEG), 전극 위치의 robustness 

(electrode-location robustness [ELR]), cross-correlation (CC), power spectral density (PSD), phase 

locking value (PLV)       

학  번 : 2011-20839  

이  름 : 박 선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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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Brain-computer interface (BCI 또는 brain-machine interface, BMI) 는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로, 신체적 장애나 불편함이 있는 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38]. 즉 , BCI는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그것으로부터 획득한 

뇌파를 통해 컴퓨터를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BCI 기술의 구현은 그림 1.1 

에서와 같이 뇌파 자극을 인식 (Acquisition)하는 장치를 통해 뇌파를 받아들인 후 , 

신호화 과정(Signal Processing)을 거쳐 뇌파를 분석해 입출력 장치에 명령을 내리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기술로 BCI는 휠체어나 로봇 팔 제어, mental speller와 같은 

다양한  일상생활  어플리케이션들에  사용되기  위해  뇌의  신호를  특정한  명령으로 

해석하여 옮긴다 [2, 8, 19, 27, 29]. 지난 수년간, BCI는 electroencephalography (EEG) [14, 23], 

microelectrode arrays (MEAs) [20], electrocorticography (ECoG) [30], functional 

m a g n e t i c  r e s o n an ce  i m a g i n g  ( f M R I )  [3 7 ] ,  a n d  n e a r - i n f r a r e d  s p e c t r o s c o p y  ( N IR 

 

 

그림 1.1 BCI 기술의 구현 과정 

Fig. 1.1 Signal processing and applications for brain-comput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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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와 같은 다양한 뇌 신호 기록방식을 이용하여 활발히 연구되어왔다. 이 방법들 

중에, EEG를 기반한 BCI가 사람 신체에 비침습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때문에 가장 널리 

연구되어 왔다 [6, 12, 18, 25, 27, 30]. 그리고 다양한 타입의 뇌 전기적 활동은 EEG를 

기반한 BCI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e.g., sensorimotor rhythm [3, 7, 25], slow 

cortical potential [2], event-related p300 [1, 13], and steady-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17, 21]. 

 가장 널리 연구 되고 있는 EEG 기반의 BCI 패러다임 중 하나는 운동심상 (motor-

imagery, MI)을 기반한 BCI이다. MI는 운동감각의 (kinesthetic) 움직임을 상상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다시 말해 신체적 움직임 없이 머릿속(마음)으로 움직임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상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근육의 움직임이 있을 때 운동피질 영역 (motor 

cortex) 에서 발생하는 지각운동리듬 (sensorimotor rhythm) 을 실제 움직인 것과 같이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1, 35]. 특히, 지각운동리듬의 , event-related desynchronization 

(ERD) 과 event-related synchronization (ERS) 은 각각 다른 MI task를 구별하기 위한 유용한 

특징으로 채택되어 사용되어 왔다 [22, 24, 26, 27, 35]. 이러한 EEG 기반의 BCI 시스템은 

EEG 신호들로부터 특징을 추출하여 이용자의 MI task를 분류하는데 EEG 데이터는 non-

stationary 신호일 뿐만 아니라 여러 측정 환경적 잡음이 많아 MI task 구별이 쉽지 않다 

[32, 33]. 따라서 MI task와 관련된 뇌의 활동, 즉 EEG 신호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E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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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오른쪽 팔의 MI를 수행하였을 때 두피의 potential 분포 (왼쪽 그림) 와 피질의 전류밀도 

분포 (오른쪽 그림) 

Fig. 1.2 Scalp distribution of potential (left panel) and cortical distribution of current density (right panel) during 

performing MI of the right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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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로부터 명확하게 구별을 나타내는 특징을 추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특징은 일반적으로 power spectral density (PSD) 라고 알려진 시간- 주파수 

특징이다 [18]. 그리고 최근에, 두 신경 신호 사이의 기능적인 연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인 phase-locking value (PLV) 가 MI를 기반으로 하는 BCI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소개 되었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5, 11], PLV를 기반한 특징은 

전통적인 PSD특징들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MI를 기반한 BCI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MI를 기반으로 한 BCI의 연구들은 시스템의 분류정확도와 정보 

전달속도(ITR)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22, 24, 26, 27, 35]. 사용자의 의도를 높은 

분류정확도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검출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이지만, 장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반복해서 적용되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BCI 시스템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test-retest에 대한 신뢰성 또한 높아져야 한다. 즉, 하나의 BCI가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이 

시중에 나오기까지 많은 실험들이 반복되어져야 하고, 매일 일상에서 적용될 때마다 

이전에 획득한 데이터들과 함께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BCI 

시스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하나는 전극위치에 대한 민감성 

(sensitivity) 이다. 그것은 매번 정확하게 같은 두피 위치에 EEG 전극을 부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극 위치에 대한 영향은 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실제로 몇몇 이전 

연구들은 전극 위치가 변함에 따라 뇌의 지각운동리듬(sensorimotor rhythm) 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보였다 [10, 28, 39]. 그것은 하나의 실험에 대해서 여러 날 동안 

수행되었을 때, 서로 다른 날에 수행된 세션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BCI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10, 28, 39].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다양한 

특징 추출 방법들이 MI를 기반한 BCI 시스템의 정확도 측면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되어 사용되는 반면, 불가피하게 생기는 전극 위치의 변화에 강한 특징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높은 분류 정확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전극 위치 변화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분류정확도 결과변동을 최소화 하는 최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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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건강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8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양 팔에 관한 MI 실험을 수행하였다. 피험자들이 

짜여진 패러다임을 보고 그에 따라 무작위로 제시되는 오른쪽, 왼쪽 팔에 대한 MI task를 

수행하면 그 동안의 EEG 신호를 측정하였다. 그 EEG 신호들은 국제적 10-20 시스템에 

따라 세 개의 전극 위치 Fz, C3, C4로 부터 측정되었고, 전극 위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알기 위해 C3와 C4를 중심으로 각각 1cm 씩 떨어진 6곳에서도 측정되었다 (C3주변 3곳, 

C4주변 3곳). 그렇게 측정된 신호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일곱 가지의 특징 추출 방법, PSD, 

PLV, coherence, cross-correlation (CC)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결합한 방법 세 가지 

(PSD와 PLV의 결합, PSD와 coherence의 결합, PSD와 PLV와 coherence의 결합)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주어진 MI task (왼쪽, 오른쪽 팔) 에 대한 분류정확도 뿐만 아니라 

전극 위치 변화에 따른 영향의 결과를 비교, 평가 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연구 배경이 되는 BCI 의 좀 더 세분화된 설명과 그에 따르는 

구성 요소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신호 특징 추출 

방법과 선택 및 분류방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실제로 진행 

되었던 운동심상 실험과 실험에서 측정한 데이터 분석 절차를 설명하고 결과를 검증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고찰과 향후 연구, 결론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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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Brain computer interface 기술 

 

 

2.1  Brain computer interface (BCI) 정의  

 

 Brain computer interface는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뇌파를 통해 컴퓨터를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말하는데 보통 약자 BCI로 많이 사용한다. BCI 기술은 

넓게는 HCI (Human computer interface) 기술에 속하며 뇌파를 통해 휠체어나 로봇과 같은 

기계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BMI (Brain machine interface) 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BCI는 뇌 신경계로부터의 신호를 측정, 분석하여 컴퓨터 또는 외부기기를 제어하거나 

사용자의 의사, 의도를 외부에 전달하기 위한 기술을 통칭한다.  

 인간의 두피에서 측정 가능한 자발적 전기 활동인 뇌파는 두뇌 활동의 변화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1929년 Hans Berger에 의해 최초로 기록된 후 

임상과 뇌기능 연구에 폭 넓게 사용되어 왔다.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수단으로서 뇌파는 

장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fMRI와 같은 대형 장치에 비해 측정 비용이 

저렴하고, 센서를 직접 두피에 시술하지 않는 비침습형 (non-invasive) 방식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며, 뇌 내의 정보 반응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비침습형의 경우 잡파 (noise) 의 혼입이 불가피하고 정보의 손실이 있어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침습형 (invasive) 방식의 경우는 시술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다 [40].  

 BCI 기술은 개발 초기 ADHD 아동이나 중증 신체 장애인의 컨트롤 등 주로 의료적인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었으며, 최근에는 게임, 집중력 향상 연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2, 8, 19, 27, 29].  

 

  

2.2  BCI의 기술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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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BCI 기술 방식 

  

 BCI 기술 방식은 뇌파를 측정하는 부위에 따라 침습형 (invasive) 과 비침습형(non-

invasive) 으로 구분된다. 침습형 방식은 비교적 정확한 뇌파 측정이 가능하지만 외과적 

시술과 부작용 등 사용자에게 드는 부담이 매우 커서, 일반적인 활용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와는 다르게 비침습형은 인체에 무해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잡신호 (noise) 가 섞일 수밖에 없고, 정확한 뇌파 분석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 본 

논문에서 진행한 바와 같이 앞으로 다방면의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표 2.1에 정리되어 나타나있다. 

 

 2.2.2 BCI에 이용되는 EEG 뇌파신호 소개 

 

 EEG (Electroencephalography) 란 뇌에서 발생한 신호를 전극으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뇌파는 뇌의 수많은 신경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신호가 합성되어 나타나는 미세한 뇌 

표면의 신호를 측정함으로써 얻어진다. 뇌파 신호는 뇌의 활동 측정시의 상태 및 

뇌기능에 따라 시공간적으로 변화한다 [40]. 이에 따라 뇌파 신호는 주파수에 따른 

대역별 특성, 시간영역에서의 특성, 그리고 뇌 기능과 관련된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1-50Hz 주파수와 약 10~200µV 진폭을 보인다. 

 

  2.2.2.1 사건관련전위 (ERP) 와 P300  

 

 사건관련전위 (ERP, Event-related potential) 는 특정한 정보에 대한 자극에 반응해 일정 

시간 동안 일어나는 뇌의 전기적 활동을 의미한다. ERP의 한 부분인 유발전위 (EP, 

Evoked potential) 는 특정한 시각, 청각, 촉각 자극에 반응해 발생한다. EP의 대표적인 

예로 시각유발전위 (VEP, Visual evoked potential) 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시각 자극을 주어 

시각피질 위의 두피에서 기록된 뇌파를 말한다. ERP 구성 성분 중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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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BCI 기술 방식에 따른 특징 및 사례 

Table 2.1 Characteristics and examples according to BCI technical method. 

방식 특징 사례 
침습형 
방식 

(Invasive) 

- 마이크로 칩을 두피에 시술해 뇌파 
측정 
-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지만 시술이 
필요하고, 외과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원숭이의 뇌에 뇌파 측정 마이크로 
칩을 시술, 뇌내에서 검출된 신경신호를 
이용해 기계 팔을 움직인 실험 

비침습형 
방식 

(Non-Invasive) 

- 헬멧이나 헤드셋 형태의 장비로 뇌파 
측정 
- 간편하지만 잡신호가 섞이는 것이 
필연적 
-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  

- 대학, 연구기관의 실험이나 상용 
제품에서 사용하는 방식 
- NuroSky 사의 헤드셋 형 뇌파 측정 기계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론적, 경험적, 임상적으로 광범위 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P300 이다 [1, 13]. 

P300은 특정 시각적 자극 후 300ms 전후로 반응이 나타나는 뇌파로 여러 연구를 통해 

의사결정, 신호의 확률, 주의, 변별, 불확실성의 해상도, 자극의 관련성, 정보의 전달 등 

여러 다양한 인지적 활동과 관련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1, 13].  

 

  2.2.2.2 운동 심상  

  

 운동 심상 (MI, Motor imagery) 은 외적인 행동 없이, 움직이겠다는 생각만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의 의식적인 처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 논문 실험에서 수행되었다. MI는 

운동감각의 (kinesthetic) 움직임을 상상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다시 말해 신체적 움직임 

없이 머릿속(마음)으로 움직임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상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근육의 움직임이 있을 때 운동피질 영역 (motor cortex) 에서 발생하는 지각운동리듬 

(sensorimotor rhythm) 을 실제 움직인 것과 같이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1, 35]. 

이는 일차 운동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왼손이나 오른손의 움직임을 상상하는 

동안 ERD (Event-related desynchronization), ERS (Event-related synchronization) 를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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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1, 35]. 특히, 지각운동 리듬 (sensorimotor rhythm) 의 , event-related desynchronization 

(ERD) 과 event-related synchronization (ERS) 은 각각 다른 MI task를 구별하기 위한 유용한 

특징으로 채택되어 사용되어 왔다 [22, 24, 26, 27, 31, 35].  예를 들어, 오른손을 움직일 

경우 그림 1.2와 같이 왼쪽 반구의 뇌파 활동은 억제되는 반면 오른쪽 반구의 활동은 

활성화되며, 왼손을 움직이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2.2.3 BCI 시스템 구성요소   

 

 BCI 시스템은 그림 1.1과 같이 뇌파 측정 기기를 통해 특정 상태의 뇌파 신호를 측정해 

특이점이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분류해 일반적인 제어 신호로 변환해 컴퓨터나 기기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서론에서 그림 1.1과 함께 설명한 과정과 같이, 먼저 

사용자의 머리 부분에 전극을 부착한 후 뇌파 데이터를 측정기기를 이용해 측정한다. 

측정된 뇌파 데이터는 AD 컨버터를 거쳐 디지털 신호로 전환되어 컴퓨터로 입력되고, 

입력된 뇌파 데이터를 각종 알고리즘을 이용해 적당히 신호 처리를 한 수 이를 인식, 

분류해 제어신호로 일반화 시킨다. 최종 출력 신호는 컴퓨터, 게임기, 의료 기기 등 각종 

단말 기기에 응용 되어 사용된다.  

 

  2.2.3.1 신호 측정  

 

 신호 측정 (Signal acquisition) 단계에서는 머리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뇌파를 측정하는데 

사전에 장비의 샘플링 주파수, 측정 채널 등의 설정이 필요하다. 뇌파 측정 기기에서 

아날로그 신호가 바로 나온다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 주는 AD 컨버터를 뇌파 

측정기와 컴퓨터 사이에 연결해주어야 한다. 실험 참가자에게 실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뇌파 측정 도중에 돌발적인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2.2.3.2 전처리 및 특징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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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Preprocessing) 과정에서는 잡파 (noise) 를 제거하고 분석에 필요한 신호를 

분리한다. 비침습적 방식으로 측정된 뇌파는 여러 가지 주변 잡음이 섞이는 것은 불가피 

하므로 필터를 이용해 잡음을 걸러주고 필요하다면 신호를 증폭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징 추출 (Feature extraction) 과정에서는 신호를 분류 할 때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EEG 

측정 장치로부터 들어온 뇌파데이터의 정보를 변환한다. 데이터의 성분들 중에서 

중요하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단계로 구별이 

뚜렷하다고 생각되는 특징들은 전처리 된 신호로부터 추출되며 본 논문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되어 분석된 부분이다. 

 

 2.2.3.3 전환 알고리즘 및 응용단계  

 

 전환 알고리즘 (Transition algorithm) 은 각각의 뇌파 데이터가 어떤 집단 (class) 에 

속하는지를 분류한다. 보통 BCI 시스템에서는 두 개에서 다섯 개의 클래스를 training 

시키는데 하나하나의 뇌파 데이터를 분류기를 통해 각각의 클래스로 분류한다. 분류 

방법으로는 비교적 간단하고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선형 판별 분석법에서부터 복잡한 

비선형 뉴럴 네트워크 등을 사용한다.  

 분류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나온 출력은 컴퓨터, 스마트폰, 헬스케어 기기 등의 단말 

제어를 위한 명령어로 바뀌어 사용된다. 분류 결과로 나온 신호는 여러 장치에 응용될 

수 있다 (e.g. 컴퓨터 화면의 커서를 움직이거나 가전 기기의 On/Off 기능을 선택하거나, 

게임기 조작 등에 활용 가능).  

 

 

 

 

 

 



제 3 장 신호 특징 추출 방법 및 분류 방법 소개 

 

 

3.1  신호 특징 추출 방법 

  

 3.1.1 기존의 주파수 영역 분석 방법 

    

 파워 스펙트럼 밀도 (Power spectral density, PSD) 는 신호처리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신호 분석에 있어서 시간 함수로 표현되는 신호를 Fourier변환을 

통하여 구한 단위 주파수당 에너지의 분포이다. 즉, 실험을 통해 얻은 EEG 데이터들은 

(raw 데이터) 시간에 관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FFT (Fast Fourier transform) 를 이용하여 

주파수 함수로 표현된 에너지 분포를 얻어 이들 값의 크기를 오른쪽, 왼쪽 팔의 MI를 

분류할 특징으로 사용한다. 시간에 대한 신호 ( )x t 에 대한 FFT 식은 

 

1

0

2( ) ( ) exp( )
n

i

ftX f x t j
n
π−

=

= −∑ ,                        (3.1) 

 

그리고 PSD 값, 는 의 크기를 취하면 ( )P f ( )X f

 

  2( ) ( ( )) ( ( ))P f real X f imag X f= + 2 .                    (3.2) 

 

  

 이러한 PSD와 같이 신호의 크기를 가지고 특징으로 하는 방법과 달리 phase locking 

value (PLV) 는 두 신호의 phase synchronization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값을 추출해내는 

방법이다. 최근 EEG 신호들의 상호 연관성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5, 11, 16]. PLV는 신호의 synchronization 측정 방법으로 신호들간의 phase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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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이론이다. PLV는 두 신호 phase 차이, 즉, 두 신호 1( )x t 와 2 ( )x t 의 

phase 1( )tφ 와 2 ( )tφ 차이를 나타낸다.    

 

      exp( )PLV j φ= < Δ >

t

                           (3.3)     

 

여기서 1 2( ) ( ) ( )t tφ φ φΔ = − , <>는 averaging operator 로, 보통 trial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지만 single-trial의 경우는 시간에 대해 평균을 하여 취한다. 그러므로 위의 식은  

 

1 2
1

1 exp( { ( ) ( )})
N

t
PLV j t t

N
φ φ

=

= −∑
                       

(3.4)
 

 

로 쓸 수 있다. 여기서 1( )tφ 와 2 ( )tφ 는 전극 1과 2에서 측정되는 신호의 시간 에서의 

순간 phase 이다. 이러한 식의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간 phase 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Hilbert transform 이용하거나 Gabor wavelet과의 convolution,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EEG 데이터에 적용할 경우, 이 둘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1].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방법 중 Hilbert transform 을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Hilbert 

transform은 casual 신호 

t

PLV

( )x t 를 
2
π

± 위상(phase) 이동 시키는 operator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호 ( )x t 와 그의 Hilbert transform인 ( )x t 는 해석신호 (analytic signal)를 이루는 

관계를 가지며 그 해석신호는 크기와 위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때의 위상이 바로 

PLV에 필요한 시간 t에서의 특정 주파수에 대한 순간 위상 (instantaneous phase)이다.  

 예를 들어, 시간 에 대한 신호 t ( ) cos(2 )ix t ftπ φ= +  를 Hilbert transform을 이용하면, 

 

( ) sin(2 )ix t ftπ φ= + .                            (3.5) 

 

즉, Hilbert transform ( )ix t 은 
1
tπ
와 시간 에 대한 신호 t ( )ix t  convolu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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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 i
i

xx t p v d
t
τ τ

π τ

+∞

−∞

=
−∫ .                           (3.6) 

 

여기서 . .p v 는  Cauchy principal value이다. Hilbert transform의 적분에 Cauchy principal 

value를 사용하는 이유는 tτ = 일 때의 극점(pole) 계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변환한 

( )ix t  를 가지고 시간 에서의 phase를 구하면,  t

 

 
( )( ) arctan
( )

i
i

i

x tt
x t

φ =  .                            (3.7)
     

  

 PLV와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신호 처리 분야에서 흔히들 많이 사용되는 coherence 

(spectral coherence) 는 두 신호 혹은 데이터에 대한 상관 관계를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보통 어떤 시스템에 대해 입력과 출력의 선형적인 관계를 보거나 연관성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전극 신호에 대한 연관성을 MI 를 분류하기 위한 EEG 

데이터 특징 추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coherence는 주파수 영역의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특징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신호인 EEG raw데이터를 FFT해준 다음 

coherence 값을 구해야 한다. 두 EEG 신호 ( )ix t 와 ( )jx t 의 고전적인 coherence는 두 

신호의 FFT 신호인 ( )iX f 와 에 의해 cross-spectrum 가 계산되고 그것을 

이용해 두 EEG 신호의 coherence가 구해지게 된다. 

( )jX f ( )ijS f

 

 *( ) ( ) ( )ij i jS f X f X f=                             (3.8)  

 

여기서 * ( )jX f 는 의 complex conjugate이고 ( )jX f 은 앞서 PLV에서 사용했던 

averaging operator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정규화의 개념으로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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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ij
ij

ii jj

S f
C f

S f S f
=  .                           (3.9) 

 

두 신호  ( )ix t 와 ( )jx t 간의 complex coherence  이다. 이것의 절대값을 취하면 

우리가 원하는 coherence가 되는 것이다. 

( )ijC f

 

 ( ) ( )ij ijCoh f C f=
                            

 (3.10)  

 

 이렇게 구해진 coherence는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되는데, 신호 ( )ix t 의 FFT신호인 

( )iX f 를 그 신호의 크기 와 위상(phase) ir iφ 로 표현될 수 있다. 

 

 ( ) exp( )i i iX f r jφ=                             (3.11)  

 

이 표현을 빌려 cross- spectrum을 다시 쓰면 , 

 

 ( ) exp(ij i jS f r r j φ= Δ ,                          (3.12) 

 

여기서 φΔ 는 두 신호간의 위상 차, 즉, i jφ φ φΔ = − 를 의미한다. 따라서 두 신호의 

complex coherence와 coherence 를 다시 쓰면 , 

 

 
2 2

exp( )
( ) i j

ij

i j

r r j
C f

r r

φΔ
=                            (3.13)  

 
2 2

exp( )
( )

i j
ij

i j

r r j
Coh f

r r

φΔ
= .                         (3.14) 

 

위의 식 (3.14)를 보면, PLV 식 (3.3)에서 정규화된 크기 개념만 추가되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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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herence에서 두 신호의 크기 (amplitude)의 개념이 빠진 

것이 PLV와의 차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두 EEG 신호의 synchronization 

현상에 대한 연구를 원한다면 coherence 보다는 위상의 synchronization 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PLV 가 더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5]. 

 

 3.1.2 시간 영역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 이용한 시간영역 분석 방법 중 cross correlation (CC) 은 다른 주파수 

영역 분석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신호 처리 분야에서 두 신호의 유사성을 알기 위해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로, 두 신호 중 하나의 신호를 시간에 대하여 평행이동 (time-lag) 을 

시키면서 두 신호를 곱하고 그것들을 다 더하여 값을 구한다 [32, 33]. 아래의 식은 두 

신호 1( )x t 와 2 ( )x t 의 cross correlation을 구하는 공식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다루는 

신호는 EEG 신호이기 때문에 유한개의 점들을 가지는 불연속 신호에 대해서 나타낸다.  

  

  
1 2

( )x xR m =

2 1

1

1 2
0

( ) ( ), 0

, 0

N m

i

x x

x i x m i m

R m

− −

=

+ ≥

<

∑

   

 

  

이 식에서 두 신호 1( )x t 과 2 ( )x t 는 개의 점들을 가지고 있고 은 time-shift parameter 

를 나타낸다. 두 신호 중, 한 신호를 평행이동 시키면서 두 신호의 correlation을 구한다. 

따라서 두 신호의 CC sequence인 

N

1 2

m

x xR 의 길이는 2N 1− 이 되고,  

( 1), ( 2),... 1, 0,1,...( 2), ( 1)m N N N N= − − − − − − −  이  된 다 .  위 의  식 을  보 면  많 은 

분야에서널리 쓰이는 convolution과 비슷한 계산 과정을 가지고 있다. CC와 convolution의 

차이를  한눈에  보기  위해  그림  3.1에  두  신호  1( )x t 과  2 ( )x t  의  convolution, cross 

correlation, autocorrelation 세 가지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신호 중 하나의 신호를 time shift 과정에서 convolution의 경우는 time shift 시키는 신호 

2 ( )x t 를  대칭이동  시킨  다음  t ime shif t를  진행하고  CC의  경우는  2 ( )x t 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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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convolution, cross correlation, autocorrelation 비교 

Fig. 3.1 Comparing of convolution, cross correlation and autocorrelation  

 

 

time shift 시켜 값을 구한다. 그리고 autocorrelation의 경우 는 자기 자신과의 convo- 

lution 으로 결과 sequence의 lag가 0일 때 항상 최대값을 갖는다. CC는 보통 두 신호 중 

더 짧은 신호를 시간에 대하여 평행이동 (time shift) 시키며 긴 신호의 어느 부분에서 

짧은 신호와 비슷한 패턴이 존재하는지 찾는 것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CC는 

correlation 계산에 의하여 주기적 성격 때문에 잡음을 감소 시킬 수 있어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EEG 신호에도 좋은 적용 결과가 있었다 [32, 33].  

 

 

3.2  신호 특징 선택 및 분류 방법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하기에 앞서 좋은 특징만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특징 선택을 위한 순차 탐색 알고리즘의 하나로 비교적 간단한 sequential 

forward search (SFS)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15]. SFS 알고리즘에 필요한 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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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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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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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어느 순간에 선택된 특징의 집합을 지칭하며, 는 

의 여집합이다 ( ) . 즉 연산 add는 에 특징 하나를 추가하는데 추가할 

특징은 에서 고르며, 추가했을 때 가장 큰 성능을 가져오는 특징이 에서 으로 이 

동한다.  SFS 알고리즘은 공집합인 을 가지고 출발하여 한번에 하나씩 특징을 추가해 

나가는 단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SF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출된 특징들 중에 좋은 

특징을 선별하여 MI task를 분류하는데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택한 분류기인 Fisher 의 

선형판별 분석법 (LDA) 은 유명한 특징 벡터 차원의 축소 기법 중 하나로 간단히 

정의하면 클래스간 분산 (between-class scatter) 과 클래스 내 분산 (within-class scatter) 의 

비율을 최대화 하는 방식이다. LDA는 다른 분류기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오프라인 분석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 분류하는 온라인 분석도 차후에 

진행해보기 위해 선택하게 되었다. 그림 3.2를 보면 클래스 내 분산 (within) 은 작을수록 

1F

2F

2F

1F 1F F F= ∪ 1F

2F 1F

1F

 

 

 

그림 3.2  선형판별 분석의 원리 

Fig. 3.2  LDA principle 



클래스간 분산 (between) 은 클수록 판별하기 용이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클래스 간의 평균점(중심)이 멀면 멀 수록 클래스간 분류가 쉽고, 각 클래스 내의 분산은 

작을수록 좋다. 따라서 LDA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1 2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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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μ 는 각 클래스의 평균, 는 각 클래스의 분산이다. 본 연구에서는 왼쪽-오른쪽 

팔에 대한 MI task가 각 클래스에 해당되어 분류된다. 그리고 이 연구의 목적인 전극 

위치 변화에 따른 분류 정확도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준 전극 

위치 C3와 C4의 위치를 주변의 전극 위치 (C3a, C3l, C3p, C4a, C4l, C4p) 로  바꿔가며 

적용시킨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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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운동심상 실험 및 결과 

 

 

4.1  운동심상 실험  

 

 4.1.1 피험자 및 실험 패러다임 설명 

  

 이전에 BCI에 대한 경험이 없는 8명의 지원자 (19~30세 남성 6명, 여성 2명) 가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들은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질병을 앓았던 적이 없는 피험자들로 구성 되었다. 실험에 앞서, 각 피험자에게 전체적인 

실험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었으며 모든 피험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 

되었다. 실험은 한양대학교 계산신경공학 연구실과 서울대학교 전기역학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진행 되었으며,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실험 후에 그들의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받았다. 이 연구의 프로토콜은 한양대학교 Institutional Review Board (IBR)  

에 검토, 승인 되었다. 그림 4.1은 우리의 이전 연구 [14] 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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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EEG 기록을 위한 패러다임 (한 번의 trial 과정) 

Fig. 4.1 The experimental paradigm used for EEG recording 

 

 

 

 

 



 

그림 4.2 EEG 측정을 위해 실험에 사용된 전극위치 

Electrode locations used to acquire the EEG signals in the expe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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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패러다임을 나타낸다. 각 MI 트라이얼(trial)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회색 바탕 

GB: 132, 132, 132) 의 빈 화면이 3초 동안 보여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흰색과 

은색으로 이루어진 체크 무늬의 원이 무작위로 화면의 오른쪽 또는 왼쪽에 0.25초 

동안 짧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피험자에게 팔 움직임에 대한 MI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다음 1초  나온 뒤, 이전에 

 

 

 개의 전극은 국제적 10-20 시스템에 따라 

험자 두피 위의 전극 위치 Fz, C3, C4에 부착되었다. 이 위치는 운동 피질 영역 위의  

 

 

 

 

Fig. 4.2 nts 

과

(R

검

 동안은 MI 준비시간으로 또 다시 빈 화면이

제시된 방향으로 MI 를 시작하라는 표시로 화면 중간에 알파벳 'X'가 0.25초 동안 짧게 

나타난다. 그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 5초 동안 피험자는 오른쪽 또는 왼쪽 팔의 MI를 

수행한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한 번의 trial로 정의 했으며, 이와 같은 절차를 180번, 

오른쪽-왼쪽 MI를 각각 90번이 반복되었다.  

 

 4.1.2 EEG 데이터 측정 

 

  EEG 신호는 다(multi-)채널 EEG 획득시스템 (WEEG-32, Laxtha Inc., Deajeon, Korea) 을 

이용하여 9개의 전극 위치에서 획득하였다. 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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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MI와 연관된 뇌의 전기적 활동은 이들 위치에서 명확하게 보이 며 이것은 이미 

러 연구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고, MI 연구에 이용되어왔다 [20, 23, 25]. EEG 신호가 

록되는 전극 위치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분류 정확도의 결과를 보기 위해 전극 위치 

과 C4를 중심으로 C3과 C4에 최대한 가깝게 각각 6개의 전극 

을 추가로 부착  (C3, C4        거리는 1cm 

 4.2.1.1 신호 특징 추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4.1의 패러다임에 나와있는 것처럼 하나의 trial 

 5초 동안의 데이터만을 추출해 낸다. 그렇게 추출된 

w데이터는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해 8-30Hz 사이의 값들만 걸러지게 된다. 이것은 이 

 관련된 mu밴드와 beta밴드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14]. 

추출하 본  

 4.3 , 

C4에서 얻은 EEG raw데이터를 가지고 PSD 특징행렬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위

여

기

C3

하였다 의 위치와 다른 인접한 전극 위치 사이의

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전극 위치는 그림 4.2에 나타나있다. EEG 신호는 512Hz의 

샘플링 주파수로 측정되었고, 측정된 EEG 신호는 0.7Hz와 50H의 차단주파수로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라운드와 레퍼런스 (reference) 전극은 

각각 오른쪽과 왼쪽 귀 뒤에 부착되었다. 

 

 

4.2 실험 데이터 분석 및 결과 

 

 4.2.1 실험 데이터 분석 

 

 

  

 

당, MI를 실제로 실행하는

ra

대역에서 MI task와 밀접하게

 

 

 우선 PSD 특징을 기 위해,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8~30Hz의 주파수 

범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EEG 신호들을 FFT 하여 균등하게 1Hz 폭으로 나누어진 23개 

주파수 대역들의 값들이 PSD 특징으로 추출되었다. 그림 은 기준 전극위치 Fz,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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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개 전극위치 (C3a, C3l, C3p, 도 같은 과정이 적용 되 며 

총 9개의 23 by 180 PSD 특징

  

PSD와 달리 각각의 신호에 대한 

 아닌 두 신호 간의 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PLV를 계산함에 있어 각 전극 신호가 

개의 신호씩 조합으로 이용된다. 그림 4.4는 우리가 이용한 전극의 조합을 보여준다. 

볼

그림 4.3 PSD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 

Fig. 4.3 Process of PSD features extraction 

시간에 대한 데이터인 EEG raw데이터가 FFT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주파수에 대한 PS

 23(사용 주파수 개수) by 180(trials) 크기의 특징 행렬을 이루게 된다. 나머지 여섯값들로

C4a, C4l, C4p)에서 얻은 데이터들

 행렬이 만들어지게 된다. 

 

  

 PLV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PSD특징 추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징 분석에 

이용한 주파수 범위에 대해서만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raw데이터를 가지고 PLV를 

계산하기 전에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하여 8-30Hz범위의 데이터로 필터링하며, 각 1Hz 폭 

마다 신호들 간의 PLV 특징 추출한다. 또한 PLV는 

값이

두 

그림 4.4에서  수 있듯이, PLV이 계산에 사용한 전극 조합은 training을 위한 기준 위치 



전극 세 개의 조합 C3-Fz, C4-Fz, C3-C4 (검은색 실선)와 전극 위치에 대한 영향을 알기 

위해 test에 이용 될 기준 위치 주변의 전극의 조합 (빨간색 점선) C3a-Fz, C3a-C4, C3l-Fz, 

C3l-C4, C3p-Fz, C3p-C4, C4a-Fz, C4a-C3, C4l-Fz, C4l-C3, C4p-Fz, C4p-C3 이렇게 15가지 이다. 

이 15가지 조합으로 각 전극 쌍 간의 PLV가 계산된다. 그림 4.5는 이러한 전극의 

조합으로 PLV가 구해지는 과정을 도식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극 조합 중 기준 전극 

위치인 Fz, C3, C4를 가지고 PLV의 특징 행렬을 구한 과정을 나타내었다. PSD와 

마찬가지로 EEG raw데이터를 각 trial별로 배열하여 각 전극의 해당 trial의 신호 간의 

PLV를 구한다. 즉 그림의 빨간색 표시를 보면 전극 Fz와 C3간의 PLV를 구하는 것으로 

두 번째 trial 신호에 대한 과정이 표시되었다. Fz의 두 번째 trial 신호와 C3의 두 번째 

trial 신호의 PLV를 구하여 Fz-C3 PLV 특징 행렬의 두 번째 열에 배열한다. 동일한 

과정으로 모든 trial에 대해서 수행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Fz-C4의 조합과 C3-C4의 

조합 PLV 특징행렬도 구해지게 된다. 따라서 각 전극의 조합의 최종 PLV의 행렬은 

23(사용 주파수 개수) by 180(trials) 행렬로 15개의 같은 크기 행렬이 만들어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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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PLV와 coherence 추출하기 위한 전극 조합 

Fig. 4.4 Possible combination of electrode pairs for PLV and coherence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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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기준 전극위치 Fz, C3, C4 조합의 PLV 특징 추출 과정 

Fig. 4.5 PLV features extraction for electrode location Fz, C3, C4 

 

 

 Coherence 특징 추출 과정은 PLV 특징 추출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그림 4.6은 PLV 와 

비슷한 방법으로 coherence 특징을 추출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Coherence에서는 

raw데이터를 FFT 한 뒤에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가지고 앞서 설명한 두 전극 조합으로 

coherence를 구한다. 또한 우리가 특징으로 사용하기로 한 주파수 대역을 위해 coherence 

특징 추출 과정에서도 역시 8-30Hz에 해당하는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하여 1Hz 폭으로 

coherence를 구한다. EEG raw데이터를 FFT 한 다음의 과정은 PLV와 동일하며, 모든 

ial(180 trials)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전극 조합 coherence 특징 행렬 

크기는 23 (freq 들과 동일하며 

PLV와 마찬가지로

tr

uencies) by 180(trials) 으로 앞서 설명한 다른 특징 행렬

 15개의 전극조합 개수 만큼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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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기준 전극 위치 Fz, C3, C4 조합의 coherence 특징 추출 과정 

Fig. 4.6 Coherence features extraction for electrode location Fz, C3, C4 

 

 

 지금까지 위에 소개된 특징 추출 방법들을 가지고 추출된 몇몇 특징들을 결합하여 또 

다른 특징 행렬을 만들었다. 각 특징 추출 방법으로 EEG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은 위와 동일하나 그렇게 추출된 특징들을 결합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여기서의 

결합은 각 특징들의 값을 더하거나 빼주는 등의 연산 과정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특정 주파수 (8-30Hz) 에 대한 특징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같은 

주파수에서의 값 끼리 맞춰서 하나의 큰 특징 행렬을 이루는 식으로 결합하였다. 따라서 

주파수 특징을 분석  방법  PSD, P  시간 에 대한 분석 

방법이므로 제외 방법을 가지고 

하는 인 LV, coherence (CC는 영역

) 를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하여 결합해보았다.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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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PLV, PLV+coherence, PSD+coherence, PSD+PLV+coherenece 이렇게 네 가지의 조합이 

능하다. 하지만 나중에 나올 결과에서 보겠지만 PSD에 비하여 PLV와 coherence의 

으로 

 

 

P

가

성능은 떨어지므로 이 논문에서는 PLV+coherence의 조합은 제외한 결과를 내었다.  

그림 4.7은 이 조합들 중 PSD와 PLV의 특징들을 결합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도식화 하여 나타낸 PSD, PLV 특징 행렬을 그대로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4.7을 보면 첫 번째 행에는 기준 위치 전극 Fz, C3, C4 에서 

측정된 EEG 신호로부터 앞서 PSD를 통해 추출된 특징 행렬이 있고, 두 번째 행에는 

PLV를 통해 Fz-C3간의 특징, Fz-C4간의 특징, C3-C4간의 특징 행렬이 나타나 있다. 총 

6개의 특징 행렬이 나타나 있으며 이 행렬의 행은 모두 8-30Hz 에 따라 특징들이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이 6개의 특징 행렬들은 8-30Hz를 나타내는 행에 따라서 합쳐지며 

그림 4.7의 세 번째 행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의 큰 행렬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조합들 (PSD+coherence, PSD+PLV+coherence) 의 조합 특징 행렬도 만들어 지게 된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징들을 결합하여 만든 행렬은 각각 한 가지의 방법

추출된 특징 행렬 보다 크기가 훨씬 커져 모든 특징들을 분류에 사용하게 되면 

분류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위해 앞서 이론적 

설명에서와 같이 특징 선택 (SFS 알고리즘) 방법을 도입하게 된다. 여러 특징들을 결합 

하여 만든 특징 행렬에서 뿐만 아니라 각각의 PSD, PLV, coherence 에서도 추출된 모든 

특징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들을 평가하여 좋은 특징들만 선택해 MI task 

분류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러 방법의 특징들을 많이 결합하여도 일정한 

개수의 특징만을 MI task 분류에 사용하도록 지정해 놓으면 좋으면 그 개수만큼의 가장 

좋은 특징을 골라 필요 없는 특징은 제외하여 분류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각 방법마다 특징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일정하게 함으로써 더욱더 동일한 

조건에서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다. 

 

 

 



 

 

26 

 

 

    그림 4.7 PSD와 PLV 특징을 결합 하는 과정 

     Fig. 4.7 Combination of PSD and PLV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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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특징 추출 방법은 앞서 설명한 주파수 영역의 분석 방법들과 매우 다르다. CC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앞선 특징 추출 방법들과 다르게 주파수 

영역의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FFT의 과정이나 밴드패스 필터링은 거치치 않고 EEG raw 

데이터 그대로 사용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다른 방법들과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CC도 

PLV나 coherence처럼 전극 간의 값을 구하는 것이지만 PLV와 coherence와 달리 다른 

전극들과 CC 를 구할 reference 전극을 하나 정하여 모든 전극과의 CC값을 구하여 

사용한다. 즉, 그림 4.4의 전극 조합의 값을 모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reference의 

전극을 정하여 reference 전극과 다른 전극들간의 CC 를 구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준 

위치에 있는 전극 Fz, C3, C4 중 Fz 를 reference 전극으로 정하였고, 이것은 전극 위치 

C3과 C4는 위치를 바꿔가며 사용하는 test 전극 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정시켜 

사용하는 전극 Fz 를 reference 전극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4.8은 Fz와 C3, C4간의 CC 를 

구하는 과정을 도식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reference 전극으로 정한 Fz 와 나머지 

모든 전극과의 cross correlation 계산 과정을 진행한다.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전극 Fz와 C3의 CC과정을 예를 들어 나타내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MI task, 왼쪽,오른쪽 팔에 대한 MI 에 대한 신호를 모두 생각해줘야 하기 때문에 CC를 

구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 MI 수행 할 때의 EEG 신호, 오른쪽 팔 MI 수행 할 때의 EEG 

신호로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전극 Fz와 C3를 구하는 과정에 각 

전극의 두 가지 task에 대한 CC를 모두 구해줘야 하기 때문에 Fz의 왼쪽 팔 MI 신호와 

C3의 왼쪽 팔 MI 신호, Fz의 오른쪽 팔 MI 신호와 C3의 왼쪽 팔 MI 신호, Fz의 왼쪽 팔 

MI 신호와 C3의 오른쪽 팔 MI 신호, Fz의 오른쪽 팔 MI 신호와 C3의 오른쪽 팔 MI 

신호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한 CC 결과 sequence들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Fz와 

C3간의 네 가지 경우의 CC 과정은 그림 4.8의 빨간색 점선 안에 표현되었다. 그림 4.8의

간색 점선 안의 그림을 보면 reference 전극 Fz의 EEG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었고 전극 C3의 째 C3의 하나의 왼쪽 

trial EEG 데이터에 대하 를 구한 뒤, (그러면 

90개의 CC sequence가 구해진다) 그것들의 평균을 내면 그 sequence가 Fz와 C3의 n번째 

ial의 CC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왼쪽 오른쪽 각 task에 대하여 앞서 

 

빨

 EEG 데이터는 빨간색으로 표시 되었다. n번

여 Fz의 모든 왼쪽 trial의 EEG 데이터와의 CC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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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네 가지 경우의 CC sequence 행렬이 구해진다 ( 빨간색 점선 안의 검은색으로 

나타낸 sequence ). 하지만 이렇게 구해진 CC 는 데이터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길이 n의 두 sequence의 CC를 구하면 2n-1 길이의 sequence가 구해진다 ) 

그대로 특징으로 사용하기엔 힘들다. 따라서 각 CC sequence로부터 여섯 가지 통계적 

특징을 추출해 낸다. 실험에서 측정한 EEG 신호를 가지고 PSD, PLV, coherence 를 구하여 

그 값들을 그대로 사용한 방법들과의 또 른 큰 차이점이다. 이 논문에서 CC sequence 

로부터 특징을 뽑아 내기 위해 사용한 통계적 특징은 각 sequence 들의 평균, 표준편차, 

skewness, kurtosis,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여섯 가지로 앞서 비슷한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통계적 특징들이다 [32, 33]. 이 여섯 가지 통계적 값들을 특징으로 추출하기에 앞서, CC 

sequence의 형태를 확인하고 통계적 특징들이 의미 있는지를 알기 위해 CC sequence의 

히스토그램을 그려 보았다. 그림 4.9는 피험자 4의 전극 Fz의 왼쪽 데이터와 전극 C4의 

왼쪽데이터의 CC sequence의 히스토그램과 전극 Fz의 오른쪽 데이터와 전극 C4의 

왼쪽데이터의 CC sequence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다른 전극들 간의 CC 

sequence는 물론, 다른 모든 피험자들의 CC sequence의 히스토그램도 확인하였으며 

우리가 선택한 여섯 가지 통계적 특징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림 

4.10은 두 전극 EEG 신호들 간의 CC를 구한 뒤 그 결과 sequence (4개의 행렬) 에서 

여섯 개의 통계적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0을 보면, 처음 가장 

왼쪽에 나타낸 sequence들은 각각 reference 전극 Fz와 다른 전극 간의 두 가지 MI task에 

대한 CC sequence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Fz와 다른 전극 두 가지 

MI 데이터에 대해 왼쪽-왼쪽, 오른쪽-왼쪽, 왼쪽-오른쪽, 오른쪽-오른쪽 총 4가지 경우의 

행렬로 결과를 얻어 각 행렬 마다 있는 sequence 들에 대하여 여섯 가지 통계적 특징을 

구한다. MI task는 왼쪽, 오른쪽 각각 90 trials 씩 이므로 90(trials) by 6(통계적 특징 개수)의 

결과 행렬이 얻어지고, 총 네 가지 경우 이므로 90 by 6 크기의 행렬 네 개가 나온다. 

따라서 최종 특징 행렬은 네 개의 행렬을 합친 12by180의 행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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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피험자 4의 전극 Fz와 C4간의 CC sequence의 히스토그램 

Fig. 4.9  Histograms for cross correlation sequence of subject 4 

 

 

그림 4.8  cross correlation equence 하는 과정 

Fig  4.8  Signal Processing of cross correlation 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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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cross correlation 특징 추출 과정 

Fig. 4.10  Process of cross correlation features extraction 

 

   

 4.2.1.2 신호 특징 선택 및 분류 

 여러 가지 특징 추출 방법들에 의해서 EEG 데이터로부터 특징이 추출되면 SF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 특징들 중에 좋은 특징만 선별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각  특징  추출  방법당  12개의  주파수  특징을  선별하였다  (SFS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은 주파수 영역 분석 방법에만 해당한다, CC의 경우는 이미 지정된 

여섯  가지  통계적  특징들을  선택하여  추출  하였기  때문에) .  그리고  선택된 

특징들을 가지고 왼팔, 오른팔의 MI task를 분류 한다. 그림 4.11는 전극 위치를 

바꿔가며 어떻게 LDA에 적용하여 분류를 하는지 나타낸 것이다. 전극 C4대신 C4a를 

사용한 경우를 예를 들어 나타냈는데 이것은 즉, 전극 C4의 위치에 변화가 있을 때의

영향을 알 수 있으  test 데이터로 

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C4의 영향만을 알기 위해 다른 기준 위치의 전극 Fz와  

 

 

  

 

며 C4의 자리를 조금 벗어난 C4a에서의 데이터를

사



 

31 

 

 

 

그림 4.11 추출된 특징이  적용되는 과정 

Fig. 4.11 ssify MI 

래서 분류를 하기 위한 training에 Fz, C3, C4에서 

한 특징들을 사용하고 SFS 알고리즘을 적용해 그 중에 좋은 특징들만 선택한다. SFS 

cross-validation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4.12  도식화 있는데 전체 데이터를 

5등분 하여 그 중에 하나를 테스트 데이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데이터 training을 

하는데 사용, 5등분 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하여 평균한 것을 결과로 

하는 것이다.  

 

 

 선택되고 training 데이터와 test 데이터로

Feature selection and using test data and training data to cla

 

 

C3는 그대로 사용하여 분류한다. 그

추출

알고리즘을 통해 선택된 12개의 주파수 그대로 test 데이터에 적용되어 특징이 선택된다. 

그래서 training 특징 행렬과 똑같은 크기의 test 특징 행렬이 만들어진다. 이 논문에서는 

SFS 알고리즘을 통해 12개의 주파수 특징을 선택되는데 이것은 CC의 통계적 특징 

개수와 동일하게 맞춰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MI task 분류 정확도의 결과를 냄에 있어 그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fold 

그림 에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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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5-fold cross-validation 과정 도식화 

1 -f i

뒤, 전극 위치에 대한 좀 더 정량적인 

 

Fig. 4. 2  Five old cross-validat on 

 

 

  4.2.1.3 전극 위치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 (ELR) 

  

 전극 위치를 변화시키며 분류정확도를 얻은 

분석을 위해 새로운 index, ELR (Electrode location robustness) 을 제시하였다. ELR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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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세 개의 전극 위치 Fz, i, j 로 부터 얻은 EEG 데이터에 대한 5-fold 

cross-validati  분류 정확도 이다. 즉 는 전극 위치 Fz, C3, C4에서 측정한 

EEG 신호의 분류 정확도 이다. 따라서 식을 보면 기준 위치의 분류 정확도를 중심으로 

전극 위치 C3과 C4를 바꿔가며 얻은 분류정확도의 오차율 평균을 1에서 빼고 100을 

곱해 스케일링을 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ELR이 100에 가깝다는 것은 그 만큼 

전극 위치를 바꿔도 분류 정확도의 변화가 미미한 것을 의미하므로 전극 위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ELR이 감소하게 되면 전극 위치를 

바꿈에 따라 분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극 위치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4.2.2 실험 데이터 분석 결과 

 

 표 4.1은 앞서 설명한  추출 방법들의 조합 

포함 총 7개, CC, PSD, PLV, rence, PSD+PLV+coherence)에 

한 피험자 8명의 평균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보면 PSD 특징이 

대적으로 PLV와 coherence 특징에 비해 모든 전극 조합 (C3, C4 대신에 전극 위치를 

에서 분류 정확도가 높음을 알 

있다. 또한 PSD 특징만 사용했을 때 보다 PLV를 같이 사용하였을 때 분류 정확도 

얻

 사용 하였을 때도 PSD 특징만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어느 정도의 

상된 분류 정확도를 얻었지만 PSD+PLV 특징 조합결과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세 가지 주파수 특징 PSD, PLV, coherence를 함께 동시에 사용하니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한 결과보다 눈에 보이는 향상은 없었으나 비슷한 결과를 

어 분류 정확도 측면에서는 각 특징만을 사용 하 는 것보다 같이 사용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추출된 특징들 중에서 SFS 알고리즘을 통해 좋은 특징이 

, ,Fz i jCA

on의 , 3, 4Fz C CCA

특징 추출 방법들 (두 가지 이상의 특징

coherence, PSD+PLV, PSD+cohe

대

상

바꿔가며 위치에 대한 영향을 알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 

수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었고 이것은 이전 MI를 기반한 BCI 연구들에서 이미 입증 

된 결과이다 [5, 11]. 뿐만 아니라 PLV특징 대신 PLV와 유사한 방법으로 추출된 coherence 

특징을 PSD와 같이

향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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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상대

 선택 되

 분석 방법과 달랐던 시간 의 분석 방법인 CC의 결과를 보면 주파수 

영역의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더 높은 분류 정확도가 나왔다. 이것은 이전의 CC를 

이용한 비슷한 연구에서 분류 정확도 을 보았  때  던 결과이다 [32, 

33]. 

 표 4.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CC와 PLV 특징은 작은 전극 위치 변화에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다. 즉, 표 4.1의 각 전극 위치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 다른 방법들 에 

비해 CC와 PLV는 전극 위치에 대한 분류 정확도 결과들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우리가 제안한 ELR 로 표 4.2에 나타내었다. 표 

는 모든 피험자에 대한 ELR의 값으로 좀 더 명확하게 각 방법들 간의 전극 위치 

 있다. 

 

표 전극 위치 변화에 따른 각 특징 추출 방법들에 대한 분류 정확도

선택될 적으로 높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어 좋은 특징이라 예상되었던 PSD가 

PLV나 coherence 특징들 보다 더 많이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파수 

특징들의 영역

측면 을 이미 입증되었

4.2 

영향에 강건한 정도를 우위 할 수

 

 4.1          MI   

Table 4.1 Classification accuracies obtained using PSD, PLV, coherence, CC while changing the electrode 

locations of the test set. 

Electrode 

location 

8 subjects average of classification accuracy (%) (std) 

CC PSD PLV Coherence PSD+PLV PSD+Coh PSD+PLV+Coh

C3, C4, Fz 89.20 (6.24) 82.70 (7.66) 67.36 (12.60) 70.21 (10.2) 83.49 (7.11) 84.47 (5.45) 86.65 (5.15) 

C3, C4a, Fz 86.77 (10.76) 83.33 (6.08) 67.51 (11.84) 69.02 (7.76) 85.62 (5.05) 85.21 (7.58) 85.61 (5.04) 

C3, C4l, Fz 87.84 (8.73) 82.98 (5.28) 68.68 (12.08) 69.99 (9.77) 85.76 (5.20) 85.12(6.91) 89.09 (5.50) 

C3, C4p, Fz 88.54 (8.23) 81.94 (6.09) 67.84 (11.08) 67.33 (12.79) 84.93 (4.31) 81.25 (8.15) 84.79 (5.15) 

C3a, C4, Fz 89.00 (5.87) 79.30(5.28) 66.73 (10.46) 70.48 (10.51) 80.69 (6.66) 88.19 (4. 1) 82. 0 (7.19) 

C3l, C4, Fz 87.99 (6.98) 75.76 (6.87) 68.05 (13.20) 70.40 (10.18) 79.23 (9.44) 80.55 (5.12) 85.83 (6.33) 

5 9

C3p, C4, Fz 87.47 (5.48) 76.52 (6.10) 67.29 (11.36) 69.37 (11.12) 78.75 (9.58) 81.67 (6.95) 83.33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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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또한 ELR             

오차율도  함께  나타내었다 .  피험  특징에  대한  ELR 값들이  다른 

비해  큰  것을  볼  수  전극  위치가 

C 4에서 른 위치 바뀔 때 류 정확도의 변 지  의

위 에  른   

것 수 한  M A  P 반한  

C  기 이 는 인 RM : 

F(3,21)=4.63, ; an ir :P P C,  

p<0.01] (여기서 coherence와 PLV의 결과는 비슷한 경향을 띄었기 때문에 coherence는 

통계적  테스트에서  제외하였다).  이  결과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피험자들의 분류 정확도와 ELR 값들을 모든 특징 추출 방법들에 대하여 그림 4.13에 

나타내었다. 그림 4.13은 CC 특징의 성능이 분류 정확도 측면과 전극 위치에 대한 측면 

cation robustness (ELR) 

표 4.2  8명 피험자의 각 특징 추출 방법들에 대한 ELR 

Table 4.2  ELR calculated by the measure proposed her  for all subjects 

Electrode lo

 Feature-extracti ethod 

Subject 

on m

PSD PLV Coherence PSD+PLV PSD+Coh PSD+PLV+Coh CC 

S1 96.47 96.64 94.75 93.28 95.48 96.38 97.65 

S2 93.26 95.50 97.54 92.01 90.41 94.38 97.62 

S4 82.94 96.94 96.61 97.65 98.24 97.16 96.25 

S5 96.16 97.56 96.27 96.67 97.09 97.41 96.93 

 

94.54 94.78 95.59 96.79 

S3 90.08 95.36 90.96 92.29 91.31 92.54 98.50 

  

S6 91.40 92.88 94.07 96.37 96.55 96.84 95.33 

S7 94.79 98.10 98.11 95.49 96.08 96.46 95.57 

S8 93.14 95.55 95.01 92.55 93.04 93.53 96.50 

Average 92.28 96.07 95.41 

Error (%) 7.72  3.93  4.59  5.46  5.22  4.41  3.20  

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전극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분류 정확도

자들의  CC와  PLV

방법들에   있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이나 C  다 로  분 화가 크 않다는 미로 전극 

치 변화  강건한 방법임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오차율도 다  방법들에 비해 적은

을  볼   있다 . 또  통계적 테스트  (R - ANOV ) 결과 , SD를  기  특징과

C/PLV를 반한 특징들 간의 유의미한 차 가 있다  것을 확 하였다 [ -ANOVA

 p=0.0123 post-hoc alysis (pa ed t- test) SD=PSD+ LV>PLV=C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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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LR values of all subjects  

 

 

그림 4.13  일곱 가지 특징추출 방법에 대한 각 피험자의 분류정확도 및 ELR 

Fig. 4.13  Results of the offline analysis comparing the seven methods to determine the classificat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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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좋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PLV와 coherence을 기반한 특징은 분류 

정확도는 낮지만 전극 위치 변화에 대해서는 강한 면이 있음을 보였고, 특히 PLV와 

CC는 유사한 ELR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특징들을 조합한 결과는 각 

특징 추출 방법의 단점들은 어느 정 도 개선이 되었지만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PSD 특징과 함께 사용하면서 PLV와 coherence 특징들의 분류 정확도 역시 어느 정도의 

향상됨을 보였지만 CC와 PLV 특징들의 ELR보다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이러한 전체적인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림 4.14는 두 피험자 4와 5의 전극 위치 C3와 

Fz간의 CC sequence 결과를 나타내었고 그와 함께 C3의 테스트 전극 위치(C3a, C3l, 

C3p)와 Fz간의 CC sequence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을 보면 왼쪽 팔의 MI와 

오른쪽 팔의 MI CC sequence는 명백하게 다름을 보이는데 이는 왼쪽, 오른쪽 팔에 대한 

MI task의 분류가 잘 되어 분류 정확도가 높았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전극 위치 

C3가 달라짐에 따라, 즉 Fz와 C3a, C3l, C3p의 간의 CC sequence 형태는 Fz와 C3 간의 CC 

sequence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보였다. 따라서 CC 특징들이 전극 위치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다는 우리의 결과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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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피험자 4, 5의 전극위치 Fz와 C3, Fz와 C3의 변화된 위치 (C3a, C3l, C3p)간의 CC 

sequence 비교 

Fig. 4.14 The cross-correlation sequence results between electrode location Fz and C3 for the test electrode 

location of C3 (C3a, C3l, C3p) of subject 4 an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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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5은 전극 위치 C4와 그의 위치 변화를 알 수 있는 전극 위치 C4a, C4l, C4p에 

대한 두 피험자 4와 5의 PSD 값을 나타낸 것이다. PSD값 역시 CC sequence와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 팔 MI에 대한 값들이 명백하게 다름을 보이며 (mu-rhythm, 8-12Hz 

범위에서) 이것은 이전 문헌들에서도 이미 보고된 사실이다 [22, 24, 26, 27, 30]. 하지만 

그림 4.15은 그림 4.14과 대조적으로 mu 주파수 대역에서 C4의 전극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즉, 전극 위치 C4, C4a, C4l, C4p 간의 PSD값에 큰 변화들이 있었다. 이는 PSD 

특징들이 큰 ELR 값들을 가진다는 우리의 분석 결과를 보여 주며, PSD 특징은 전극 

위치 변화에 민감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그림 4.16는 두 피험자(피험자 4, 5)의 전극 위치 Fz와 네 

개의 전극 위치 C4, C4a, C4l, C4p 간의 PLV 값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PLV의 결과는 

CC sequence와 PSD 그림과 달리 왼쪽, 오른쪽 팔 MI에 대한 PLV값들의 분포가 전체적인 

주파수 대역에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8-30Hz) 비슷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PLV 특징들은 다른 특징 추출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왼쪽, 오른쪽 팔 

MI task 분류 정확도를 이끌어 낸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에 반해 그림 4.16는 그림 4.14의 

CC sequence 결과와 비슷하게 전극 위치가 바뀜에 따라 PLV 값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이는 역시 표 4.2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PLV특징들은 낮은 ELR 값을 갖는 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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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피험자 4, 5의 전극위치 C4과 그의 변화된 위치 (C4a, C4l, C4p)의 PSD 값 비교 

Fig. 4.15 The power spectral density results of electrode location C4 and test electrode location (C4a, C4l, C4p) 

of subject 4 an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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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피험자 4, 5의 전극위치 Fz와 C3, Fz와 C3의 변화된 위치 (C3a, C3l, C3p)간의 PLV 

결과값 비교 

Fig. 4.16 n of 

 

 

 

The phase locking value results between electrode location Fz and C3 for the test electrode locatio

C3 (C3a, C3l, C3p) of subject 4 an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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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5.1 고찰 및 향후 연구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EEG 전극을 사람들 개인의 두피에 영구적으로 부착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극 사용 전후 탈-부착 시 발생하게 되는 작은 전극 위치 차이는 

불가피하다. 이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극 위치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강건한 면에 

대하여 다양한 특징 추출 방법을 분석하고 비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에서처럼, 이전에 

전극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야기되는 분류 정확도 결과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지금까지 MI를 기반한 BCI 시스템의 대부분은 주파수 대역 분석인 PSD  

로부터 나온 특징들에 의존해왔다. 최근에, PLV 계산에서 만들어진 특징들은 PSD 

특징들과 결합하여 함께 사용하였을 때 향상된 분류 정확들을 보였다 [5]. 8명의 

피험자로부터 얻은 EEG 데이터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CC특징들이 전극 위치에 대한 

강건함과 분류 정확도의 측면 두 가지 모두에 좋은 BCI 성능을 보이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32, 33], CC 특징을 사용하는 것은 CC sequence 의 계산과정에서 

신호 주기성의 특징 때문에 잡신호 (noise) 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한 원래 시간 

영역의 신호였던 EEG 신호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 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영역 변환 시 생기는 정보손실도 없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결과는 

CC 로부터 얻은 특징을 앞으로의 MI를 기반한 BCI 연구에서 새로운 특징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우리가 본 연구에서 EEG 신호들로부터 CC sequence 를 구하고 여섯 가지 특정한

통계  

다른 MI task의 CC sequence 를 구함에 ence가 되는 신호를 선택 할 때, 전극 

즉, 이전 연구 방법대로 CC sequence를 구한다면 전극(채널)을 선택하고, 그와 

 

적 특징을 추출하는 데에 이전의 비슷한 연구를 참고 하였다 [32, 33]. 하지만 각기

 있어 refer

뿐만 아니라 실험에서 수행한 task도 고려하는 점에서 이전 연구에서와 차이점을 두었다. 

 ,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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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선택된 전극에서 task 를 선택하여 다른 

 cross correlation을 실행 할 신호를 정한다. 이전 연구에서 [32, 33] 두 가지 MI 

sk 가 오른쪽 팔 (right hand, RH) 과 오른쪽 다리 (right foot, RF) 로 전극 C3의 RH MI 

 CC 계산을 진행하였다. 이것을 본 연구에 적용해 본다면 

reference 전극 Fz 신호의 두 가지 MI tasks (왼쪽, 오른쪽 팔) 중 왼쪽 팔에 (또는 오른쪽 

팔) 대한 신호만을 reference로 선택하고 CC sequence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림 4.8에서 네 가지 종류의 CC sequence matrix 가 아닌 아래 두 가지의 matrix 

만 생성이 되며 따라서 CC 특징 개수가 반으로 줄게 된다. 그 특징만을 가지고 분류를 

진행 한 결과, 왼쪽 팔에 대한 MI task 분류 정확도는 굉장히 높았지만 오른쪽 팔에 대한 

MI task 분류 정확도는 굉장히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하나의 reference 전극(채널)을 

선택하였다고 해도 그 중 한쪽 task에 대한 신호만을 선택 한다면 reference 신호에 해당 

하는 task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task의 분류 정확도는 낮은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편중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tasks에 대하여 모두 CC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그림 4.8의 네 가지 CC sequence matrix 가 만들어 지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된 결과 중 하나는 PLV와 CC 특징들은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 왔던 PSD 

특징들 보다 전극 위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 사실의 확인이다. 한 개의 전극이 어떤 

방향으로 위치가 이동될 때, PSD기반의 특징들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폭의 

분류 정확도 변화가 생겼다. 실제로 그림 4.15에서 보였듯이 mu 대역 (5-12Hz) 주변의 

PSD값들은 특히 전극 위치가 변함에 따라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림 

4.14에서 CC 특징들은 신호파형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신호 진폭의 단순한 

스케일링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Lachaux et al. 의 연구에 따르면 [16], PLV 특징들은 전극 위치 변화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PLV 절대값은 두 전극 간의 거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 또한 그림 4.16 로부터 원 전극 위치 C4에서 전극이 

다른 위치로 옮겨짐에 따라 PLV 값들은 거의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PLV 특징들의 

성질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전극의 원 위치 (C3, C4) 와 인접한 위치 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약 1cm 이기 때문에 PLV 값들은 약간의 작은 변화가 있었다. PLV 

측정된 신호 중 오른쪽 또는 왼쪽 MI 

신호들과

ta

신호만을 reference로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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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일

다. 그리고 우리의 실험은 운동심상 (motor-imagery, MI) 

c

사 V 측

[

특징들의 선형적 성격은, 본 논문에서 증명된 것처럼 전극 위치의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분류 성능을 보이는 타당한 이유가 된다. MI 의 뇌 전기적 신호는 

일반적으로 대뇌 피질의 운동감각 부분 (sensorimotor cortex) 으로 제한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PLV와 CC 특징들을 사용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분류 정확도 감소를 

가져옴으로 약간의 전극 위치 이동은 신호의 위상 정보와 신호의 파형에 좀처럼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고찰을 근거로 하여, 본 논문에서 얻은 결과들은 전극 

위치를 좀 더 큰 폭으로 옮겨서 연구를 한다 해도 (너무 크게 옮기진 않고 , e.g., 2~3cm) 

비슷한 결과로 되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추측을 과학적 원리에 따라 확인 하기 위해 

앞으로 추가적인 실험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진행된 우리의 실험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몇몇 

개의 EEG 전극들은 피험자 두피에 전극 위치 C3 또는 C4로부터 1cm 씩 떨어진 거리로 

부착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1cm를 전극 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거리로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연구에서 사용된 전극은 반경 0.3cm의 디스크 타입의 전극으로 인접한 두 

전극이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거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Fz의 위치는 정 가운데이기 때문에 다른 전극 위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결정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Fz 전극은 고정된다고 가정하고 

위치를 이동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특징 선택을 위해 SFS 알고리즘 사용 시, 선택 되는 

특징 개수는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특징 추출 방법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숫자로 지정해 주었다. 하지만 각 특징 마다 가장 최적화 상태의 특징 개수가 

달랐고, 때문에 선택된 특징 개수에 라서 약간씩( 의 자리~소수점 첫째 자리) 분류 

정확도가 변화 되는 한계점이 있었

에만 제한 되었으며, 우리의 조사와 연구는 다른 타입의 BCI 시스템을 수행하는 정신적 

tasks (e.g., mental arithmeti , internal singing, mental word composition ) 에 까지 넓혀져야 한다. 

특징 추출 방법 또한 널리 사용되고 비교적 다루기 쉬운 방법들 위주로 사용하였지만, 

본 논문에서 용된 PL 나 CC 외에 두 신호의 상관관계를 정하는 방법 (e.g. 여러 

가지 비선형 상관관계 방법 34], mutual information 등)을 추가적으로 연구해볼 수 있다. 

현재의 본 연구에서는 EEG 전극들의 이동이 분류 정확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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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따른 평가만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특징 추출 방법들을 가지고 BCI의 

test-retest 신뢰성에 초점을 맞춘 종적인 연구가 계속 될 것이다.   

 

 

 5.2 결론 

 

 EEG 전극 위치가 BCI 사용자의 두피에 부착될 때 마다 불가피하게 약간씩 바뀌게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BCI 시스템 성능에 대한 영향은 신뢰성 있는 BCI 

발전을 위해 연구 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특징들을 가지고 전극 위치 변화에 관계없이 높은 분류 정확도와 분류 정확도의 

일관성을 보이는 면에서 가장 좋은 특징을 찾기 위해 비교, 분석하였다. 운동심상 (motor 

imagery, MI)실험 결과, PSD를 기반한 특징들은 높은 분류 정확도의 결과를 얻었지만 

그와 함께 전극 위치 변화에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PLV 기반의 특징 또는 coherence 

기반의 특징들을 이용했을 때는 PSD 기반의 특징들이 얻은 결과들과 거의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PSD와 PLV 또는 coherence 기반의 특징들을 조합하여 사용했을 때는 

분류 정확도와 전극 위치 변화의 민감함 두 가지 측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보였으나 각 측면의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특징들 보다는 좋지 못한 결과로 

한계가 있었다. 이와는 다르게 CC 기반의 특징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왼쪽과 오른쪽 

팔 MI tasks에 대한 분류 성능이 가장 좋았고 전극 위치에 따른 분류 정확들의 변동 폭 

(ELR) 또한 ANOVA 분석에서 확인된 것처럼 낮은 값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우리는 CC 기반의 특징들이 분류 정확도 측면 뿐 아니라 작은 전극 위치 변화에도 강한 

특징임을 결론 지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연구 결과가 BCI 연구자들에게 BCI 

시스템의 test-retest 신뢰성을 연구 하도록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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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I

how CI systems must also be considered for use in long-

rm, daily-life applications. One factor that can affect the reliability of BCI systems is the slight 

isplacement of EEG electrode locations that often occurs due to the removal and reattachment of 

cording electrod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nd compare various feature extraction 

ethods for motor-imagery-based BCI in terms of robustness to slight changes in electrode locations. 

 

 To this end, EEG signals were recorded from th ee reference electrodes (Fz, C3, and C4) and from 

six additional electrodes located close to the refere e electrodes with a 1-cm inter-electrode distance. 

Eight healthy participants underwent 180 trials of left- and right-hand motor imagery tasks. The 

performance of seven different feature extraction methods (power spectral density [PSD], phase 

locking value [PLV], coherence, a combination of D and PLV, a combination of PSD and coherence, 

a combination of PSD, PLV and coherence, and cross-correlation [CC]) were evaluated using five-

fold cross-validation and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in terms of robustness to electrode location 

changes as well as regarding absolute classifica . The quantitative evaluation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use of either PSD- or CC-based features led to higher classification accuracy 

than the use of either PLV- or coherence-based features, while PSD-based features showed much 

higher sensitivity to changes in EEG electrode loc tion than CC- or PLV-based features. Our results 

suggest that CC can be used as a promising featur -imagery-based BCI 

studies, since it provides high classification accuracy along with being little affected by slight changes 

in the EEG electrode locations. 

 

Keywords – brain-computer interface (BCI); electroencephalography (EEG); electrode-location 

robustness (ELR), cross-correlation (CC); power spectral density (PSD); phase locking value (PLV) 

Student Number : 2011-20839 

 

Abstract 

 

To date, most EEG-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BCI) studies have focused only on enhancing 

 performance in such areas as classification accuracy and information transfer rate. In practice, 

ever,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B

te

d

re

m

r

nc

PS

t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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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traction method in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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