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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명은 외부의 청각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가상의 소리를 인지하는 

현상으로 아직까지도 그 발병 기전이 불분명한 뇌 신경학적 질병이다. 매년 

이명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객관적 진단법이 

존재하지 않아 치료법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일련의 연구들에서 뇌 신경학적 질병과 뇌파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뇌 신경학적 질병으로 분류되는 이명 

또한 휴면 상태 뇌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이명환자와 일반인 뇌파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통계적 

분석으로는 실질적인 특성들의 분류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을 형성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처리와 기계학습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뇌파 신호가 

가진 여러가지 시간, 주파수 신호 내에서 이명 분류에 적합한 특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또한, 잠재변수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기존에 사용되어온 

특성으로 형성된 분류모델의 성능 개선을 시도하였다. 그 중 비음수 행렬 

인수 분해를 도입하였을때 분류모델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기저들이 새로운 휴면 상태 뇌파 분석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이명, 휴면 상태 뇌파,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 기계학습 

학   번 : 2014-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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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이명(tinnitus)은 외부의 청각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인지하는 

증상으로, 흔히 발생하는 감각 질환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8년 

24만 3,419명에서 2013년 28만 2,582명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약 3.0%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① .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상 

인구의 이명 유병율은 19.7%이며, 이 중 29.3%에서는 이명으로 인한 

불편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호소함으로 이명이 이미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질환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명의 발병기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감각 기관이 아닌 청각 인지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 이외에는, 

어떤 발병 원인이 존재하는 지, 더 단순하게는 청각 인지의 어떤 단계에서 

발생하는지의 여부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명 환자의 약 

90%에게서 난청이 동반되어 있지만, 이 둘의 선후 관계 또한 분명하지 

않다. 특히, 이명에 대한 객관적 진단법 또한 존재하지 않아 증상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 할 수 없어, 치료법 개발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진단법은 설문지를 사용한 방법으로 환자의 주관적 

답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림1]은 설문지의 한 종류인 

THI(Tinnitus Handicap Inventory)[1]의 일부 문항이다. 이후 각 항목들의 

답변을 합산한 점수를 통해서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한다.  

 

[그림1]Tinnitus Handicap Inventory의 질문 문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15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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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뇌 신경 과학의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뇌의 활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며, 이를 통해 여러가지 뇌신경학적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뇌의 활동 측정 방법으로는 뇌 영상 

기법(Neuro Imaging), 뇌파 (Electroencephalography, EEG) 측정 방법이 

있다. 뇌 영상 기법은 뇌내 산소 농도의 변화 혹은 조영제의 이동을 통해서 

대뇌 활동 영역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법(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법(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측정 비용이 비싸며 측정 중 발생하는 큰 소음으로 인하여 피험자의 주의를 

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림2] 뇌 영상 측정 기기, (좌)fMRI (우)PET 

 

뇌파(Electroencephalography, EEG)는 뇌 활동에 의한 전기적 변화를 

비 침습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측정된다. 두피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서 뉴런의 이온전류로 인해 발생하는 전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뇌 영상 기법들에 비해 비교적 피험자의 측정 피로도가 낮은 방법이다. 

뇌파는 측정 시 제시하는 실험 자극의 유무로 사건관련 전위(Event Related 

Potential, ERP)와 휴면 상태 뇌파(Resting State EEG)로 구분된다. 그 중 

사건관련 전위는 피험자에게 특정 행동을 할 때 혹은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발생하는 뇌파를 지칭한다. 이는 많은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실험 

자극만의 차이를 관찰 할 수 있는 명확한 실험 설계가 가능하기에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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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사건관련 전위 측정 

 

휴면 상태 뇌파는 특별한 자극이 없을때의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일상적인 대뇌의 활동을 살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건관련 전위와 

같이 명확한 결과물이 관찰되지 않으며, 분석 또한 사건관련 전위와 다른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의학적으로 적용된 사례로는 간질환자의 발작 

뇌파(Epileptic Spike), 혹은 뇌사(Brain Death)와 같이 눈에 명확히 보이는 

특징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거나[6][7][8], 위치 정보와 주파수 정보를 

동시에 사용하는 뇌 연결성 (Brain Connectivity) 분석방법을 기반으로 여러 

신경정신학적 질병을 연구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뇌 연결성을 연구하는 

방법은 qEEG(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phy) 혹은 브레인 매핑 

(Brain Mapping)이라 불리우며, 수집된 뇌파에 퓨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적용하고, 계산된 주파수 성분의 어떤 채널에서 동시에 

활성되는지를 관찰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알파, 베타 등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의 평균적인 에너지를 관찰하는데 그치고 

있다.[9][10][11] 

 

이명은 주위의 소음, 혹은 개인의 주의집중 상황과 큰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뇌 영상기법에서 발생하는 측정 중의 큰 소음은 그 

자체로도 이명의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험자의 주의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비교적 피험자의 주의를 끌지 않는 뇌파가 이명의 

분석에 보다 적합하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는 사건관련 전위를 



 

 4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현상을 잘 반영 할 수 있는 실험자극을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병기작이 불분명한 이명의 특성상 해당하는 

자극을 설정하기 힘들며, 측정 시의 실험자극이 개인의 주의집중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측정 중 소음, 혹은 개인의 

주의집중에 영향을 주지 않는 휴면상태 뇌파를 사용하여 이명환자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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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휴면 상태의 뇌파를 사용하여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이명환자 분류 알고리즘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뇌신경학적 질환인 이명을 가진 피험자의 뇌파의 몇몇 특성들이 

일반인과 다름이 통계적으로 밝혀져왔다.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실제의 

분류기를 형성하고 그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첫번째 목적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 사용되어온 qEEG 등의 제한된 방법론에서 

벗어나, 신호처리, 기계학습 등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방법론을 도입하여 

휴면 상태의 뇌파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원감소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과 잠재변수 분석 방법인 비음수 행렬 분해를 

적용하였다. 아직까지 제한적인 분석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휴면 상태 

뇌파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휴면 상태의 뇌파와 이를 분석하는 

기존의 분석법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잠재변수 분석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특성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이명환자 분류 알고리즘에 대한 분류성능을 확인하는 과정과, 차원감소 

기법을 도입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잠재변수 

분석 방법의 하나인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휴면 상태 뇌파에 대한 새로운 

분석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5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의 개선방향을 논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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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제 1 절 이론적 배경 
  

 

2.1.1. 뇌파 (Electroencephalography) 

 

뇌파는 두피에 부착된 전극에서 측정하는 전압의 변화값으로, 뇌내 

뉴런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온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측정과정은 비침습적 방법으로 피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측정하여도 해가 

되지 않고, 정상적 혹은 비정상적인 두뇌 활동을 모두 반영할 수 있기에 

신경생리학적 연구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두피에서 측정된 전압은 약 0.5 µV 에서 100 µV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가지 주파수를 합쳐진 진동을 보인다. 여기서 

발생하는 주파수 성분들은 여러 뉴런들이 동기화되어 발생하는 대뇌 활동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장의 시기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므로, 이러한 전기장의 변화는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변화, 즉 두피 근처에서 발생하는 대뇌 활동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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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뇌파의 전처리 과정 

 

측정된 뇌파는 분석에 사용되기 이전에 [그림4]와 같은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측정된 값이 매우 작은 값이기에, A/D 

converter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값으로 증폭되어야 한다. 디지털로 변환된 

이후에는 신호에 존재하는 각종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단계들이 

이어지며, 이는 간단한 필터의 사용부터 시작된다. 

 

High Pass Filter는 사람의 생체활동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적용된다. 구체적인 예로 낮은 주기로 발생하는 호흡 혹은 

측정 중 피험자의 불규칙적인 움직임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utoff frequency는 0.1 – 0.7Hz 대역이다. Low Pass Filter는 여러 근육들의 

움직임에 의한 노이즈의 제거, 또는 관심 영역 이외의 주파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utoff frequency는 40 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이 사용된다. 

 

이후는 앞서 적용된 주파수 필터들로 제거하지 못한 다른 노이즈들을 

제거하기 위환 과정이다. 뇌파 신호에 섞일 수 있는 노이즈 성분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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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장비에서 발생하는 성분과 피험자에게서 발생하는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측정장비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는 주로 사용하는 전원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를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Notch Filter ( 50Hz or 

60Hz ) 가 사용된다.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는 눈 깜빡임, 

근전도 (Electromyogram, EMG), 심전도 (Electrocardiogram, ECG) 등이 

있다. 우선적으로 뇌파의 데이터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값이 발생하는 

프레임들을 제거하고 남은 노이즈 성분은 주로 독립성분 분석 (Independent 

Component Analaysis, ICA)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전처리 과정의 

마지막에는 각 관측값들의 offset을 제거하여 평균값을 0으로 조정하는 

Baseline Correction 과정이 추가되기도 한다.  

 

 

2.1.2. 뇌 연결성(Brain Connectivity) 분석 

 

qEEG(Quantitative EEG) Technique 혹은 Brain Mapping 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는 휴면 상태 뇌파를 분석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는 

측정된 여러 전극의 위치 정보와, 각 전극 내에서 퓨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혹은 웨이브렛 변환(Wavelet Transform)을 통해서 얻어진 

주파수 정보를 사용하여 대뇌에서 동시에 활성이 일어난 위치를 찾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퓨리에변환을 사용해서 주파수 분석을 진행하며, 변환된 

주파수는 일정 대역별로 묶어서 관찰한다. [표1]에 나타난 5 대역의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분석에 사용되는 주파수의 명칭이며, 연구에 따라 각 

대역의 범위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대역 내부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주파수를 나누는 경우도 있다. 

 

[표1] qEEG 분석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Alpha Beta Delta Theta Gamma 

8-12.5 Hz 12.5-30 Hz 1-4 Hz 4-8 Hz 30–4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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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𝐶𝑥𝑦(𝑓) =  
|𝐺𝑥𝑦(𝑓)|2

𝐺𝑥𝑥(𝑓) 𝐺𝑦𝑦(𝑓)
   (1) 

 

이때 나뉘어진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 혹은 그 페이즈(Phase) 유사도를 

통해서 뇌의 연결성을 판별한다. 이때의 유사도는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𝐺𝑥𝑦 는 두 신호간의 Cross-spectral density, 𝐺𝑥𝑥 , 𝐺𝑦𝑦 는 각 

신호의 Auto-spectral density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각 주파수 대역에서 

채널 정보간의 유사성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는 [그림5]와 

같으며, 이를 통해서 각 뇌의 각부분의 연결성을 분석한다.[15] 

  

 

[그림5] qEEG 분석 결과의 예 

 

 

2.1.3. 주성분 분석 (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은 기존 데이터가 가진 좌표계에서의 변환을 통해 기존의 

데이터와는 다른 새로운 기저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이때, 얻어진 새로운 

기저들은 서로 직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𝑋 =  �̅� + 𝑆 × 𝐿𝑇 +  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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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에서 𝑋(∈ ℛ𝑛×𝑝) 는 p개의 특성과 n개의 관찰값이 기록된 원래의 

행렬이다. 𝑆(∈ ℛ𝑛×𝑘) 는 새로운 주성분들의 크기(Score)를 나타내는 

행렬이며, 𝐿(∈ ℛ𝑝×𝑘)  행렬은 원래의 기저에서 새로운 기저로의 변환을 

의미하는 가중치(Loading) 행렬이다. 이때 𝜀 는 원래의 행렬과의 오차를 

나타내는 값이며 k=p일 때 0으로, 원래의 행렬과 동일하다. 

 

이때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새로운 축은 각 축이 가진 고유값의 

크기 순으로 정렬되며, 첫번째의 주성분이 데이터 변동의 가장 많이 설명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소수의 주성분만을 사용하여도 데이터 

변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 할 수 있기에 여러가지 기계학습 방법에서 

입력값의 전처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1.4. 잠재변수 분석법 (Latent Variable Analysis) 

 

잠재변수 분석 혹은 요인분석(Factor Analaysis)는 다변량 분석 방법의 

하나로, 데이터를 설명할 때 직접 관찰되지 않은 새로운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설명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𝑋 = 𝐿 ×  𝐹 + 𝜀 (3) 

 

식(3)에서  𝑋(∈ ℛ𝑝×𝑛) 는 p개의 특성과 n개의 관찰값이 기록되어 있는 

다변량 행렬이다. 이때 잠재변수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k개의 기저로의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 𝐿(∈ ℛ𝑝×𝑘) 과 새로운 기저에 대한 성분을 나타내는 

행렬 𝐹(∈ ℛ𝑘×𝑛) 로 나타내낼 수 있다. 이때 𝜀 는 원래의 행렬과의 오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k<p인 값을 사용하며, 원래의 특성보다 적은 수의 

새로운 기저로 원 데이터를 설명하려고 하며, 이때의 𝐿, 𝐹 행렬은 여러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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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수 행렬 인수분해 (NMF,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는 잠재 변수 분석 방법 중 하나로, 비 음수로 

이루어진 행렬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행렬 분해 방법이다.  

 

 𝑉 ≈ 𝑊𝐻 (4) 

 

식(4)과 같이 원래의 비음수로 이루어진 원래의 행렬 𝑉(∈ ℛ𝑚×𝑛)을 비 

음수로 이루어진 두 행렬 𝑊(∈ ℛ𝑚×𝑘) , 𝐻(∈ ℛ𝑘×𝑛)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이때 행렬 W는 행렬에 대한 새로운 기저(Basis)를 

의하마며, 기존 행렬 성분들의 선형조합으로 나타난다. H는 각 기저에 대한 

활성도(Activation)를 의미하는 행렬이다. 

 

 min
𝑊,𝐻

 ∥ 𝑉 − 𝑊𝐻 ∥2 , 𝑠𝑢𝑏𝑗𝑒𝑐𝑡𝑖𝑣𝑒 𝑡𝑜 𝑊 ≥ 0, 𝐻 ≥ 0 (5)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의 해를 구하는 과정은 식(5)와 같이 비용함수를 

최소화 하는 과정이며, 일반적인 해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연산이다. 

그렇기에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계산으로 결과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Multiplicative Update Rule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4]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의 결과 또한 비음수로 이루어져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해석이 용이하여 이미지, 오디오 등 여러가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스펙트로그램에 이를 적용할 경우, 기존의 sinusoidal 기저가 아닌, 여러 

주파수 영역의 특성의 합으로 나타나는 비음수 행렬 W와 시간 영역에서 

해당 기저가 얼마나 발현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음수 행렬 H로 표현된다. 

여기서 k는 주파수 영역을 몇개의 기저로 나타 낼 지를 결정하는 

파라매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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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 연구 
 

 

뇌 데이터와 뇌신경학적 질병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다양한 

질병, 다양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뇌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의 대부분에서는 사건관련 전위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건관련 전위를 사용하면, 명확한 실험 

설계가 가능하기에 대다수의 연구에서 사건관련 전위를 사용한다. [3][4][5] 

 

휴면 상태 뇌파를 사용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 

발병기작이 불분명한 질병들에 대하여 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뇌 

영역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방법 또한, 시간 데이터의 특성을 

활용하는 사건관련 전위와는 달리 뇌파의 특정 에너지 대역의 에너지, 

페이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qEEG 분석을 주로 사용한다.  

 

qEEG 분석 과정에서는 휴면 상태 뇌파의 주파수를 전통적인 연구와 

같이 알파, 베타 등 몇 개의 대역으로 나눈 후 두뇌 영역 간의 에너지, 

페이즈의 상호 관계성을 살펴본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에너지 대역은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렇기에 각 연구에서 사용되는 알파, 

베타 등의 주파수 대역은 각 연구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진행되는 

다수의 연구에서는 단순 알파, 베타 대역이 아닌, 내부적으로 세분화된 

주파수 대역을 살펴 본 연구[13]도 존재하며, 이 경우 10여개의 주파수 

대역을 살펴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뇌 

영역간의 관계성을 살펴 볼 수 없다는 점과 보다 세분화된 주파수 대역을 

살펴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명에 대해서도 휴면 상태 뇌파를 사용하여 진행된 연구[16][17]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방법론은 주로 전통적인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라는 제한적인 특성만을 살펴보고 있으며 또한 대다수의 

연구가 이명환자의 뇌파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밝히는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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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호처리, 기계학습의 방법론으로 뇌파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Brain Computer Interface(BCI)로 분류되며, 

사람의 행동 혹은 상상과 실제의 뇌파 데이터를 분석, 분류하는 연구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명확한 실험 환경 설정이 

가능한 사건관련 전위이다. 사건 관련전위에서 분석의 기본이 되는 특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압의 유동이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극별로 많은 실험을 평균내어 최대한 노이즈의 효과를 줄이고, 자극 

전후로 약 1초간의 분석 구간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특성으로 사용한다.  

 

휴면 상태 뇌파는 사건 관련 전위와 달리 분석하는 시간 구간이 보다 

긴 편이며, 노이즈가 심한 뇌파의 특성으로 인하여 노이즈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분석 구간의 통계적인 특성을 주로 사용한다. 그렇기에, 사건관련 

전위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직접 적용하기 힘들다. 시간축에서 

추출된 특성이 사용되는 연구 [6]가 있지만, 이는 간질환자의 발작 뇌파와 

같이 시간축에서 큰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지는 경우에만 활용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휴면상태 뇌파가 분석 대상으로 활용되는 많은 

신경정신학적 질병이 있음에도, 현재 분석에 사용되는 특성이나 추가적인 

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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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    험 
 

 

3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휴면상태 뇌파 분석에 사용되어 온 특성 및 

제안 기법을 바탕으로 이명 환자에 대한 분류 모델을 형성하고 그 성능을 

비교한 실험에 대하여 서술한다.  

 

3.1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특성들로 분류 알고리즘을 

형성하고, 이명환자 분류를 시도하여 각 특성들이 가진 분류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3.2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어온 특성에 

대해서 제안기법인 주성분 분석과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적용하여 

분류모델을 형성하는 과정을 서술하였으며, 그 중 잠재변수 추출 방법이 

새로운 분석 방법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실험에서 분류 모델 형성에 사용되는 특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정보인 원 데이터에 대한 시간축에서의 여러가지 통계적 분포를 

나타내는 특징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주파수 대역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여러 대역의 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잠재변수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특성들에서 새롭게 얻은 특성들을 포함한다. 각 특성들의 분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분류기 모델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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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분류 모델 비교 
  

 

3.1.1.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연구용 목적으로 측정된 자료로써 

대조군 233명, 이명환자 129명을 대상으로한 휴면상태 뇌파이다. Standard 

10-20 International Placement[18]에 따른 19채널 뇌파이며, 측정 시 

임피던스는 5kΩ 이하로 유지 되었으며, 피험자들은 모두 눈을 감은 동일한 

조건이다. 해당 데이터에 사용된 전처리 과정은 [표2]와 같다.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구간은 모두 제외 되었기에 각 피험자의 

뇌파데이터의 길이는 그림[6]과 같이 각기 다르다. 전체적으로 30~480초의 

분포를 가지며, 평균적으로 약 210초의 길이를 가진다. 

 

Resampling 500Hz to 128Hz 

Artifact Rejection  

(EOG, ECG, EMG) 
Manual filtering 

Bandpass Filter 2-44 Hz 

Baseline Correction Mean subtraction 

 [표2] 데이터 전처리 과정 

 

 

[그림6] 피험자의 데이터 길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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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분류모델 형성 

 

 

분류 모델을 형성하는 특성 벡터는 시간축, 주파수축에서 얻을 수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형성하였으며, 각각의 범주에서 2가지씩의 분류모델을 

형성하여, [표3]과 같이 총 4가지의 다른 특성이 사용된 분류모델을 

형성하였다. 

 

시계열 특성을 사용하여 형성한 모델 1,2는 피험자 데이터 전체에 대한 

통계값을 사용하였다. 주파수 특성을 사용하여 형성한 모델 3,4는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며, 각 피험자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각 

특성들에 대한 분류기는 모두 동일하다. 

 

 
 

사용된 특성 채널 당 특성 수 전체 특성 수 

시계열 

특성 

모델 1 데이터 분포 통계 6 114 

모델 2 데이터 차이값 40 760 

주파수 

특성 

모델 3 7 대역 에너지 7 133 

모델 4 전 대역 에너지 129 2,451 

 [표3] 실험에 사용된 모델  

 

  

3.1.2.1. 시간 특성 

 

시간축에서 얻을 수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두 가지 모델을 형성하였다. 

모델1은 데이터의 일반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통계적 값들을 사용하여 

형성한 분류모델이다. 뇌파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분포는 [그림7]과 

같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해당 분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통계적 값들을 사용하여 분류 모델을 형성하였다. 

전처리 과정에서 Baseline Correction이 포함되어 모든 데이터의 평균이 

모두 0에 근사하기 때문에 평균값은 변수에서 제외 하였다. 사용된 특성은 

각 채널 당 6가지로 한 피험자는 114 (6 x 19) 차원의 정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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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통계적 분포값들은 다음과 같다.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에서 1,2,3 표준 편차 밖으로 벗어난 

값의 비율  

 

 

[그림7] 뇌파 데이터의 분포의 예 

 

모델2는 선행연구[6]을 참고하여, 시간축에서의 변화값들을 사용하여 

형성였으며, 이는 식(6)과 같다. k값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분포를 

관찰할 수 있으며, k=20일 때, 시간축에서 약 160ms 떨어진 샘플의 

차이값까지 관찰 할 수 있다. 

 

 𝑑𝑖𝑓𝑓𝑘(𝑛) =  𝑥(𝑛) −  𝑥(𝑛 − 𝑘), 𝑘 = 1, 2, ⋯ , 20 (6) 

 

시간축에서의 뇌파 데이터의 차이값은 대부분이 [그림8]과 같은 평균이 

0에 근사하는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이를 특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차이값 데이터에 대하여 Gaussian Fitting 과정을 거친 후 

각각의 평균, 표준 편차를 특성으로 사용하여 모델을 형성하였다. 이 경우 

각 채널에 40 가지의 정보, 피험자 당 760 차원의 정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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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뇌파 데이터의 차이값 분포의 예 

 

 

3.1.2.2 주파수 특성 

 

주파수 특성을 기반으로 두 개의 분류모델을 형성하였다. 모델 3은 

전통적인 qEEG 분석방법에서 사용되어온 에너지 대역(알파, 베타 등) 

에서의 평균 에너지 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각각의 에너지 대역은 연구별로 약간의 편차가 존재하였는데, 그 중 보다 

세분화되게 나누어진 연구[17]를 참조하여 특성을 추출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소의 주파수 분류 단위는 0.5 Hz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초의 윈도우 길이(Hanning window), 1초의 오버랩 구간를 

적용하였다.  

 

각 피험자의 뇌파 길이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 피험자별 퓨리에 변환이 

이루어진 행렬(Spectrogramsbj)에 대해서 프레임당 에너지가 동일해지도록 

수식(7)과 같이 정규화를 수행하였다. lsbj은 각 피험자의 행렬의 프레임 

수이며 C는 실험에 사용되는 임의의 상수이다. (실험에 사용된 C=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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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𝑋𝑠𝑏𝑗 =  𝑆𝑝𝑒𝑐𝑡𝑟𝑜𝑔𝑟𝑎𝑚𝑠𝑏𝑗  ×  
𝐶

𝑙𝑠𝑏𝑗
 (7) 

 

모델에 사용된 주파수 대역은 [표3]과 같으며, 이후 피험자가 가진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각 주파수별 평균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각각의 채널에서 

7 가지의 특성을 가지며 피험자 별 총 133 차원의 정보를 가진다.  

 

명칭 Delta Theta Alpha1 Alpha2 Beta1 Beta2 Gamma 

대역 

(Hz) 
2-4 4-8 8-10.5 10.5-13 13-20 20-30 30-40 

 [표4] 특성으로 사용된 주파수 대역 

 

주파수 대역에서 두 번째로 형성한 모델4는 뇌파 신호에서 얻을 수 

있는 전 대역 주파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한 모델이다. 모델3과 동일한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에너지 대역의 에너지를 

특성으로 사용하였다.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는 128 Hz 이므로, 푸리에 변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주파수는 64 Hz이다. 주파수 레졸루션은 0.5Hz이므로 각 

채널별로 얻을 수 있는 주파수 빈의 개수는 129개이며, 마찬가지로 각 

주파수 단위로 피험자의 평균 에너지를 구하였다. 이 결과 얻을 수 있는 

특성은 채널별로 129 차원, 피험자 별로 총 2,451 차원의 정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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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분류기 형성 및 검증 

 

실험에 사용된 분류기는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19][20]이다. 이는 이진 분류를 위해서 개발된 모델이며 훈련시 계산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분류 목표 또한 일반인과 이명을 구분하는 

단순 이진 분류이기에 해당 분류기를 사용하였다. 

 

분류모델에 대한 검증은 k-묵음 교차 검증법(k-fold Cross Validation)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는 전체 데이터를 임의로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로 나누고, 학습 데이터에서 훈련된 분류 모델의 검증에 분리된 시험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모델의 평균적인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본 실험에서는 k=1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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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실험 결과 

  

 

분류 모델의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는 일반적인 이분 분류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인 정확도(Accuracy, 수식(8))이다. 이는 분류기가 

계산한 결과 중 맞는 값의 비율을 뜻하며, 100%인 경우 분류기의 결과가 

정답지와 완전히 일치함을 의미한다. 

 

 

𝐴𝑐𝑐𝑢𝑟𝑎𝑐𝑦

=  
𝑁𝑢𝑚𝑏𝑒𝑟 𝑜𝑓 𝑇𝑟𝑢𝑒 𝑃𝑜𝑠𝑖𝑡𝑖𝑣𝑒 + 𝑁𝑢𝑚𝑏𝑒𝑟 𝑜𝑓 𝑇𝑟𝑢𝑒 𝑁𝑒𝑔𝑎𝑡𝑖𝑣𝑒

 𝑁𝑢𝑚𝑏𝑒𝑟 𝑜𝑓 𝐷𝑎𝑡𝑎
 

(8)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ROC 

Curve)의 면적인 AUC(Area Under the Curve)값 또한 평가의 지표로 

사용한다. 이는 이분 분류에서의 성능 평가를 위한 지표로 분류 

역치(Threshold)가 바뀔 때 나타나는 전체적인 이분 분류 모델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실험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0-fold Cross Validtaion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Accuracy와 AUC 각 실험에서의 평균값이다. 실험의 결과는 

[표5]와 [그림9]에 기록되어 있다. 

 

  
특성의 차원 정확도 AUC 

시간특성 
모델 1 114 0.69 0.72 

모델 2 760 0.80 0.85 

주파수특성 
모델 3 133 0.80 0.85 

모델 4 2,451 0.86 0.94 

[표5] 분류 모델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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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분류 모델의 ROC Curve 

 

피험자 중 이명환자는 129명, 일반인은 233명 이므로 Null model의 

정확도는 0.64이다. 시간축에서 분포된 특성을 바탕으로 두 집단을 구분 할 

시 약 5%의 성능 향상이 있고, AUC 또한 Null model 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어, 원 데이터의 분포 상 두 집단은 약간의 차이만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축에서의 샘플의 변화량을 특성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Null 

Model에 비해 약 16%의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특정 

대역의 평균 주파수 에너지를 살펴보는 모델 3과 거의 유사한 정확도와 

AUC값을 보여준다. 모델1, 모델2의 분류성능으로 두 집단에 대한 휴면 

상태 뇌파는 시간축 특성에서도 어느 정도의 분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시간에 따른 변화값이 두 집단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던 특성인 7개 주파수 대역의 평균 에너지를 

사용하였을 때, 약 80%의 정확도 성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주파수의 특성을 관찰하였을 때 이보다 높은 8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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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를 보여주며, AUC 값 또한 높은 향상을 보여준다. 기존의 특성에서 

다루는 주파수 대역은 2~40Hz로 전처리 과정에서 수행된 필터링을 

고려하면 두 모델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이 때,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 요인은 단순 7개 대역이 아닌, 모델4에서와 

같이 세분화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 점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실험1을 통해서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휴면상태 뇌파의 평균 

주파수 에너지는 일반인과 이명 집단에 대해서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모델 3과 모델 4의 차이에서 

드러나듯 기존의 연구에서 보다 세분화 된 주파수 대역의 사용이 이명환자 

분류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때의 세분화된 주파수 특성은 총 

2,451 차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현재 실험에 진행된 데이터에 비해 크다. 

그렇기에 실험에 사용된 분류모델들이, 실험 데이터에 과적합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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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안 기법 
 

 

3.1을 통해서 휴면 상태 뇌파에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던 특성들을 

기반으로 이명 환자 분류 모델을 형성하였을 때, 일반인과 환자군을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2절에서는 그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주파수 특성에 대하여 새로운 방식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그 성능 개선을 

시도하였다.  

 

비교 모델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던 평균 주파수 에너지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다른특성들에 비해 매우 높은 특성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신호처리에서 주로 사용되는 차원감소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모델을 형성하고자 한다. 사용된 

방법으로는 자율적(unsupervised) 차원 감소 방법인 주성분 분석과 비음수로 

이루어진 행렬에 적용 가능한 잠재 변수(Latent Variable) 분석 방법인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가 있으며, 각각의 방법론에서 얻어진 특성들을 

기반으로 분류 모델을 형성하였다 

 

 

3.2.1. 대상 데이터  

 

본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앞서 실험과 동일하게 일반인 233명, 

이명환자 129명에 대한 휴면 상태 뇌파를 사용하였다. 앞서 사용된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전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이 적용된 데이터는 모든 채널, 모든 피험자의 

정보를 연결한 행렬이다.  

 

앞선 실험에서와 동일하게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모든 피험자, 모든 

채널 데이터에 대해서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고 [그림10]과 같이 각각의 

채널 정보는 행으로, 각 피험자는 열로 연결하여 전체 데이터 행렬을 

형성한다. 이때 행렬은 총 2,451 x 75,696의 크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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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잠재변수 분석 대상 행렬 

 

 

3.2.2.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을 통해 얻어진 주성분에 대한 크기가 새로운 모델의 

특성으로 사용된다. 해당하는 과정은 [그림11]과 같은 절차로 수행된다. 

우선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무작위 추출 하고, 추출된 데이터에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기존의 특성에서 주성분으로의 회전 변환에 필요한 

가중치 행렬을 얻는다. 이후 이를 전체 데이터에 적용하여 데이터를 새로운 

주성분으로 표현한다. 이때 실험에서 조정해야 하는 매개변수는 무작위 

추출의 비율과 분류에 사용되는 주성분의 개수이다.  

 

 

[그림11] 주성분 분석 수행 과정 

 

전체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성분 변환을 수행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과적합의 위험과, 높은 계산 복잡도를 수반한다. 그렇기에 본 

실험에서는 학습데이터의 일부만을 사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식(9)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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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𝑋𝑠𝑎𝑚𝑝𝑙𝑒 =  �̅�𝑠𝑎𝑚𝑝𝑙𝑒 + 𝑆𝑠𝑎𝑚𝑝𝑙𝑒  ×  𝐿𝑇 (9) 

 

여기서 𝑋𝑠𝑎𝑚𝑝𝑙𝑒 는 무작위 추출된 샘플, �̅�𝑠𝑎𝑚𝑝𝑙𝑒 는 해당 샘플에 대한 

평균값, 𝑆𝑠𝑎𝑚𝑝𝑙𝑒은 샘플에서 각각의 주성분에 대한 성분의 크기, 그리고 𝐿𝑇는 

원래의 데이터 좌표축에서 주성분 좌표축으로의 회전변환을 수행하는 

가중치 행렬이다. 이후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위의 회전변환 행렬( 𝐿) 을 

사용하여 식(10)과 같이 나머지 데이터가 가진 새로운 주성분에 대한 

크기를 계산한다.  

 

 𝑆𝑡𝑟𝑎𝑖𝑛 = (𝑋𝑡𝑟𝑎𝑖𝑛 − �̅�𝑡𝑟𝑎𝑖𝑛) ×  𝐿 (10) 

 

여러가지 무작위 추출을 사용하여 분류 모델을 형성하였을 때, 무작위 

추출의 비율과 이로인한 분류 성능의 변화는 [그림12]와 같다. 여기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무작위 추출 비율은 분류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프레임 단위에서의 데이터 분포가 무작위 

추출하는 데이터 샘플에 따라 크게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가진 행렬임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계산 복잡도를 

고려하여 학습 데이터의 25%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그림12] 무작위 추출 비율과 분류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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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은 각 주성분 개수를 변화시키면서 분류 모델을 형성하였을 때, 

특성으로 사용한 주성분 개수에 따른 분류 성능의 변화이다. 소수의 

주성분을 사용할 때는 초반에는 분류 성능이 증가하지만, 약 600개 이상의 

기저를 사용할 경우, 큰 성능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13] 주성분의 개수와 분류성능 

 

[그림14]는 사용하는 주성분의 개수에 따라 이를 통해서 전체의 분포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주성분의 개수가 약 

600개 일 때 전체 자료 변동의 약 95%를 설명 할 수 있으며, 주성분의 

개수가 약 1100개 일 때 전체 자료의 변동의 약 99%를 설명할 수 있다.  

 

주성분의 개수에 따라서 성능의 큰 변화가 없고, 주성분의 개수가 

1100개보다 커질 경우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분류모델을 형성할 때 1100개의 주성분만을 사용하였다. 

주성분은 기존의 특성인 에너지가 회전 변환된 특성이기에, 주파수 특성을 

사용할 때와 유사하게 각 피험자의 평균 주성분 크기를 특성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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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주성분 개수에 따른 설명도 

 

 

3.2.3.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 

 

마지막 모델은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통해서 얻은 새로운 기저에 

대한 평균 활성도를 특성으로 사용하여 형성하였다. 최적화 수행시의 

비용함수로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반복적 계산을 통한 수치해석 방법인 Multiplicative Update 

Rule을 사용하였다. 

 

앞서 주성분 분석을 수행 할 때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과적합 문제와 

계산 복잡도를 고려하여 전체 학습 데이터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여 

기저를 학습하고, 해당하는 기저를 고정하고 전체 학습데이터에서 활성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그림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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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 수행과정 

 

주파수 에너지를 표현하는 새로운 기저를 얻기 위해서 식(11)과 같이 

학습데이터 내에서 무작위 추출된 행렬 𝑋𝑠𝑎𝑚𝑝𝑙𝑒 에 대해서 𝑊 , Hsample 를 

모두 변화시키며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수행한다.  

 

 𝑋𝑠𝑎𝑚𝑝𝑙𝑒 ≈ 𝑊𝐻𝑠𝑎𝑚𝑝𝑙𝑒 (11) 

 

이후 전체 학습 데이터에 다시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수행한다. 

이번에는 식(11)에서 얻은 새로운 기저행렬 𝑊를 고정 시킨 채 𝐻𝑡𝑟𝑎𝑖𝑛 만을 

변화시키면서 전체 학습데이터에 대한 활성도를 구하며, 이 결과는 식(12)와 

같다.  

 

 𝑋𝑡𝑟𝑎𝑖𝑛 ≈ 𝑊𝐻𝑡𝑟𝑎𝑖𝑛 (12) 

 

이때 각 피험자 별 평균𝐻𝑡𝑟𝑎𝑖𝑛값을 모델을 형성하는 특성으로 사용한다. 

본 실험과정에서 조정해야 하는 매개변수들은, 무작위 추출에서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의 비율, 분류모델을 형성하는 기저의 수,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의 최적화 과정에서의 반복적 계산 횟수로 총 3가지 이다. 

  

우선, 반복적 계산의 횟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실험환경에서 

반복적 계산횟수가 진행됨에 따른 비용함수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16]과 같다. 약 100회의 계산이후 비용의 감소폭이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실제 분류 성능을 확인하였을 때, 200회 이상의 

반복계산은 성능에 큰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를 

고려하여 모든 실험에 150회의 반복횟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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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반복적 계산 횟수와 오차 

 

새로운 기저를 얻기위해서 무작위 추출에 사용되는 프레임의 비율을 

변화시키며 분류 모델을 형성하였을 때, 무작위 추출 비율에 따른 

분류성능은 [그림17]과 같이 나타난다. 무작위 추출의 비율이 줄어듬에 따라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수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 성능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소수의 데이터에서 추출된 기저가 데이터에 

과적합하지 않는 보다 일반적인 기저를 뽑았기 때문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계산복잡도와 종합적인 성능변화를 고려하여 학습 데이터에서 25%의 

무작위 추출 비율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17] 무작위 추출 비율과 분류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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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의 개수에 따른 분류성능은 [그림18]과 같다. 1000개 이상의 

기저를 사용하였을때는 거의 유사한 성능이 유지되었다. 800개의 기저를 

사용할 때 성능이 가장 높음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기에 해당하는 기저의 

수를 사용하여 분류 모델을 형성하였다. 

 

 

[그림18] 기저의 개수와 분류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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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실험 결과  

 

모델의 평가는 앞선 실험과 같이 10-fold Cross Validation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평가 지표는 Accuracy, AUC 이다. 실험 결과는 [표6], 

[그림19]와 같다. 주성분 분석과,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적용하여 모델을 

형성 시 특성의 개수는 각 모델에서 선택한 주 성분의 수, 기저의 수를 

의미한다. 

 

 
특성의 차원 정확도 AUC 

모델 4 2,451 0.86 0.94 

PCA 1,100 0.85 0.93 

NMF 800 0.92 0.96 

[표6] 제안기법을 사용한 분류 모델의 성능 

 

 

[그림19] 제안기법을 사용한 분류 모델의 ROC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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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얻은 특성을 사용하였을 때, 기존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의 특성을 통해서 분류모델을 형성 할 수 있다. 이 때의 정확도와 

AUC는 기존의 2,451 특성을 모두 사용했을 때와 거의 유사하여 기존보다 

적은 특성을 사용하여도 유사하는 분류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모델에서 사용된 높은 특성들이 차원 감소의 방법을 

통해서 소수의 특성으로 표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의 활성도를 사용한 모델에서는 기존의 분류 

모델에 비해서 약 1/3의 특성을 사용한다. 이때, 기존의 특성을 사용한 

모델에 비해서 약 6%의 성능향상을 보여주며, AUC 또한 전 실험 과정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여준다. 이를 주성분 분석을 사용한 분류모델과 비교하면 

비음수 행렬 인수 분해의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특성을 보다 소수의 

기저들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특성들이 

이명환자 분류에 있어 보다 유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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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결과 분석  

 

주성분 분석과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두 가지 모두 주어진 데이터의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주성분, 혹은 새로운 기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주성분 분석의 경우,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주성분을 선택하며, 각 기저를 선정할 때, 기존의 기저들과 직교하는 기저를 

찾는 특징이 있다. 두 방법론을 사용한 경우에서의 결과를 비교하면, 휴면 

상태 뇌파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기저들을 서로 직교하게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휴면상태 뇌파에 적용하는데 불리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뇌파의 형성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위치에서 발생하는 이온 전류의 변화의 

합으로 발생되는 전압 변화의 특성 상, 각 기저가 직교한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비 음수 행렬 인수분해의 결과로 스펙트로그램의 매 프레임들이 새로운 

기저들의 선형조합으로 설명이 된다. 이때의 새로운 기저는 기존의 

Sinusoidal 기저의 선형조합이므로, 다시 원래의 주파수 성분과 채널로 환원 

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그림20]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각 

기저를 채널, 주파수 2차원으로 표현한 것으로, 𝑎𝑖 는 활성도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각 기저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그림20]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 결과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집단에서 

각 기저들이 가진 활성도를 살펴보았다. 이후의 결과들은 전체 데이터에서 

800개의 기저로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수행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저와 활성도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5 

 𝑊 = {𝑊1, 𝑊2, 𝑊3, … , 𝑊800} (13) 

 

이때 얻어진 기저행렬(식(13))의 각 행은 각 기저에 대한 주파수, 채널 

성분을 의미한다. 이때 𝑊𝑘는 각각 (2,451 x 1) 차원의 벡터로 모든 주파수, 

채널 성분을 가지고 있다.  

 

두 집단에서 각 기저에 대한 활성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각 

기저행렬 𝑊𝑘 의 크기를 정규화 한다. 𝑊𝑘 의 L1 norm으로 각 기저를 

나누어주고, 해당하는 스케일러 변수를 활성도 행렬 𝐻 의 각 열에 곱하는 

과정을 통해 각 기저의 크기를 1로 정규화한다..  

 

각 집단의 데이터 길이가 다르기에 각 기저별로 수식(14)와 같이 

누적된 활성도를 프레임 수로 나누어, 프레임 당 평균 활성도를 구한다. 

이때, 𝑙𝑔𝑟𝑜𝑢𝑝은 각 집단의 데이터 길이를 의미한다. 

 

 𝐴𝑐𝑡𝑖𝑣𝑎𝑡𝑖𝑜𝑛𝑊𝑘
=  

1

𝑙𝑔𝑟𝑜𝑢𝑝
 ∑ 𝐻 (14) 

 

두 집단의 각 기저별 활성도는 [그림21]과 같다. 각 피험자 별로 

활성화도가 높은 기저 순으로 정렬하여 해당하는 기저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전체 에너지에 대한 비율은 [그림22]과 같다. 몇몇의 기저는 다른 

기저에 비해서 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지만, 소수의 성분들이 대부분의 

데이터의 변화를 설명하였던 주성분 분석의 결과와 달리 비음수 행렬의 각 

기저가 가진 에너지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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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기저에 대한 평균 활성도 

 

 

[그림22] 활성도가 큰 기저의 에너지 

 

 

[그림23]은 수식(15)를 수행하여 두 집단에서 각 기저의 평균 활성도의 

차이를 관찰한 결과이다. 이때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기저들은 

상대적으로 일반인에게서 활성도가 높은 기저이며, 0 이하의 값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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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저들은 상대적으로 이명환자에게서 높은 활성도가 발현되는 

기저들이다. 

 

 𝐴𝑐𝑡𝑖𝑣𝑎𝑡𝑖𝑜𝑛𝑑𝑖𝑓𝑓 =  ActivationControl −   𝐴𝑐𝑡𝑖𝑣𝑎𝑡𝑖𝑜𝑛𝑇𝑖𝑛𝑛𝑡𝑢𝑠 (15) 

 

두 집단에게서 각각 두드러지는 활성도를 가진 순서로 기저들을 

정렬하고 각 기저로 표현 할 수 있는 누적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내면 

[그림24]와 같다. 상대적으로 이명환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기저는 

일반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저에 비해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큰 점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명환자는 약 15개의 기저를 사용하여 전체 

에너지의 10%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약 60개의 기저를 사용하여야 

전체 에너지의 10%를 설명 할 수 있다. 

 

 

[그림23] 집단에 따른 기저 활성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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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활성도의 차이를 보이는 기저의 에너지 

 

[그림25]와 [그림26]은 일반인과 이명환자 그룹에서 가장 활성이 높은 

상위 3개의 기저의 채널, 주파수 정보와 각 채널에서 주파수 성분을 모두 

합쳤을 때, 채널별 기저 성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채널, 주파수 성분 

둘을 동시에 관찰할 경우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지만, 채널성분만을 살펴 

볼 때, 두 집단의 채널 정보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대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집단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상위 

기저들의 채널정보를 누적하여 관찰하였다. 각 채널 정보를 누적함에 있어 

각 기저들이 가지고 있는 활성도의 비율을 고려하여, 활성도의 비율을 

사용하여 누적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28]과 같으며 일반인에게 보다 많이 활성되는 

기저들에서 8-12번 채널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다른 채널에 비해서 낮은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기저들은 

특별한 채널 경향성이 없이 전체적으로 높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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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일반인 집단에서 활성도가 높은 기저 

 

[그림26] 이명환자 집단에서 활성도가 높은 기저 

 

 

[그림27] Standard 10-20 International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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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각 집단의 상위 10, 20, 30, 40개 누적 채널 경향성 

 

 

[그림27]은 데이터의 측정된 10-20 System의 전극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원 안에 표시된 문자들은 각 뇌의 기능적 영역을 의미하며, F, T, C, 

P, O는 각각  Frontal lobe, Temporal lobe, Central lobe, Parietal lobe, 

Occipital lobe를 의미한다. 이때 Central lobes는 실제 기능적으로 나뉘어진 

뇌의 영역이 아닌, 위치를 기준으로 명명된 이름이다. 원 밑의 숫자들은 

각각 데이터에서의 채널의 번호를 의미한다. 

 

위의 상위 성분 기저를 바탕으로 이를 기존의 qEEG 분석과 유사하게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히스트그램을 2차원 평면상에서 10-20 

system에서 실제 채널의 위치에 채널 성분을 매핑시키고, 해당 좌표들을 

보간(interpolation)하면 각 채널별 성분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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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일반인 집단의 상위 10-60개 기저가 가진 채널 성분 

 

[그림29]과 [그림30]은 각각 일반인과 이명환자에게서 다른 활성도를 

가진 성분을 시각화 한 결과이다. 각 이미지에서 성분의 크기는 (0~1)의 

값을 가지도록 정규화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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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 이명 집단의 상위 10-60개 기저가 가진 채널 성분 

 

두 집단에서 모두 Central lobe의 성분은 소수만 존재한다. Frontal lobe, 

Occipital lobe, Parietal lobe 에서도 모두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두드러지는 기저에서 Temporal lobe의 성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Temporal lobe는 Auditory cortex와 연관된 부분으로 감각의 인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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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인지와 관련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두 집단에서 

Temporal lobe의 활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기존의 이명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21][22] 

 

[그림31]는 두 집단에서 800개 모두의 기저를 사용하였을 때의, 시각화 

결과이다. 이 경우 두 집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결국 모든 

기저 성분들이 합쳐지면 최종적으로는 각 집단이 비슷한 채널 분포를 

가짐을 보여준다. 하지만,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사용하여 세부적인 

기저를 살펴보았을 때,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는 요인들을 선택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림31] 전체 기저가 가진 채널 성분 

 

기존의 qEEG 방법에서는 단순 인접한 주파수 대역의 관계만을 

기준으로 뇌의 각 영역을 살펴본다. 앞서 분류 모델을 형성하였던 7개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각 채널의 에너지 비율을 시각화 하면 [그림32], 

[그림33]와 같다. 두 집단이 약간의 차이를 관찰 할 수 있지만,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사용하였을 때와 같이, 각 집단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성분을 선택적으로 살펴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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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2] Delta, Theta, Alpha 대역의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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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Beta, Gamma 대역의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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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휴면상태 뇌파가 가진 여러가지 특성을 사용하여 이명환자를 

구분하는 여러가지 분류모델을 직접 수립하고, 각각의 성능을 확인한 

연구이다. 실제로 수립한 여러가지 분류모델의 비교를 통해서, 기존에 

사용된 주파수 대역의 평균 에너지가 이명환자의 뇌파를 분류함에도 

유용함을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특정 대역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전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이명환자 분류에 보다 

유리함을 확인하였다. 전 대역의 주파수 에너지를 사용하였을 때, 최대 

86%의 분류 성능을 보여주어, 기존의 사용되던 특정 대역이 아닌 보다 

세분화된 주파수 대역 사용의 필요성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세분화된 평균 주파수 에너지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잠재 변수 

분석 방법의 하나인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도입하였을 때 약 92%로 6% 

성능 개선을 이루었다. 그리고,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의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기저들에 대하여 채널별 성분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이명환자의 뇌파에서만 발생하는 특징을 선별하였다. 채널 분석의 결과로 

청각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Temporal lobe에서 이명환자 집단의 

차이점을 발견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배척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가 휴면상태 뇌파의 새로운 분석 방법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전대역을 사용한 주파수나 잠재변수 분석을 통해 차원이 

감소된 특성 모두 관찰데이터에 비해서 그 차원이 보다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의 검증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사용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사 측정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로의 적용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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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는 수학적 최적화를 사용하여 

휴면상태 뇌파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뇌파의 발생적, 

현상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을 사용한다면 보다 

실제적 뇌 현상에 가까운 기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뇌파 데이터 분석에 기계학습, 신호처리의 방법을 도입하여 

실제적 이명환자 분류모델을 형성하고, 그 분류 성능을 개선하려고 한 

연구로써, 아직까지 그 발병 기작이 불분명한 뇌 신경성 질병에 대해 여러 

학문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의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넓히는 연구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는 현재 피험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기존의 이명 

진단에서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명진단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명환자의 뇌파에서 정량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의 발병기작을 밝히는 연구에도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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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lgorithm for Classifying 

Tinnitus using Resting-State EEG 

 

 

Donmoon Lee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innitus is a neurological disease which refers to the phenomenon of 

hearing a phantom sound without any auditory stimulus. A meaningful 

amount of statistical data show that tinnitus is becoming a common disease, 

while its pathogenesis is not yet clearly defined. 

 

Many researches made attempts to reveal the relations between 

neurological diseases and brain waves, and similar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in terms of tinnitus. Some of them have shown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tinnitus patients and their resting state EEGs, using 

statistical methods. But there exist limits to these researches in that they 

merely suggest statistica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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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focus on developing a system which classifies the 

tinnitus patients using their resting state EEGs. Using latent variable 

representation in particular, we accomplished a highe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traditional spectral power analyses. Moreover, this system 

proposes higher applicability to clinical applications, since it simply uses 

resting state EEGs as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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