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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최근 뇌 공학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뇌전도(EEG)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특정 의도를 측정하고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게임,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 심리치료 등의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EEG
를 이용하여 온라인 3D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제어하는 BCI환경을 구축한다. 명령 패러다임으로 감각운동
리듬(SMR) 방식을 사용하여 사용자로부터 왼손, 오른손, 양손에 대한 뇌파를 추출한다. SMR의 경우 사용
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보조 제어 모듈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원활하고 정교한 제어환경을 제공한다. 두 개의 트랙을 3명의 사용자에 대해 실험한 결과, 보조 제어 모
듈을 사용하였을 경우가 보조제어 모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각각 43초, 2분10초의 빠른 Laptime
을 나타내었다.

1. 서  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혹은 뇌-기계 인터페이스
(BMI)는 뇌전도(EEG)를 이용하여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적 신호를 이용하여 인간의 의도를 추정한 후 컴퓨터나 
기계에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 초기 BCI연구는 근위
축성측색경화증 환자나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을 위한 분야였다. 하지만 최근 활용 분야가 확대되어 
몸이 불편한 환자들뿐만 아니라 게임, 뇌파를 이용한 집
중력 향상 연습 등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1]. BCI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은 크게 침습식과 비침습식으로 나뉜다. 침습
식 방법은 두피 안쪽에서 뇌파를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
한 뇌파를 측정할 수 있지만 인체에 해를 가한다는 단점
이 있다. 비침습식 방법은 헬멧 형태의 장비를 사용하여 
두피 바깥쪽에서 뇌파를 측정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
다. 하지만 잡음이 심하기 때문에 성능저하가 발생한다. 
 여러 연구들에서 BCI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주로 감각운
동리듬(SMR) 방식[2]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인간이 신체
를 움직일 때 운동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명령 패러
다임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왼손을 움직임
을 상상했을 경우 오른쪽 뇌의 운동피질 부분의 8~12Hz
의 대역에서 뇌파가 증가(Event-related synchronization) 
하거나 감소(Event-related synchronization)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활성화를 이용하여 응
용프로그램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감각운동리듬 방식을 사용하여 3D 환경
의 자동사 시뮬레이터를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한
다. 실험자로부터 뇌파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침습식 형

태의 장비인 Emotiv사의 EPOC 헤드셋을 사용하고 신호
처리를 위해 BCI2000[3]을 사용한다. 감각운동리듬 방식
은 좌뇌와 우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응용프로그램에 제
공할 수 있는 명령의 종류가 제한적이다. 특히, 3D 환경
의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정교한 제어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어를 위한 보조 제어 
모듈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원활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
다. 
2. 관련 연구
 과거 BCI 연구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연구가 대
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게임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은 BCI
를 게임에 적용한 연구들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게임 관련연구

저자  센서 방법 게임 종류 명령수 채널수
D. Coyle 등 
(2011) [4]

EEG SMR
비행 슈팅

(3D)
4 3

E. Lopetegui 
(2011) [5]

EEG SMR
테니스 
게임(2D)

3 2

P. Martinez 
등 (2007) [6]

EEG SSVEP
자동차 

레이싱(2D) 
4 6 

R. Scherer 
등 (2007) [7]

EEG, 
EMG,
EOG

SMR
동전 찾기

(3D)
4 3

J. A. Pineda 
등 (2003) [8]

EEG SMR 슈팅(3D)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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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

 W. T. Nelson등은 EEG외에도 EMG(근전도), EOG(안구
전도)를 혼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여 인식률을 향상시
키고 BCI를 적용한다. P. Martinez등 이 제안하는 방법의 
경우, SMR을 사용하지 않고  SSVEP(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정상상태시각유
발전위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각정보에 반응하는 뇌
파를 이용한다. 하지만 SSVEP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눈에 피로감을 주고 SMR보다 노이즈에 대한 영향을 많
이 받는다. 

3. 제안하는 방법
3.1 시스템 구성
 가공되지 않은 뇌파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
기 위해 전처리, 특징추출, 분류의 과정을 거친다. 본 논
문에서는 신호 처리를 위하여 BCI2000을 사용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전처리 단계에서 고역 필터를 사용하여 0.1Hz 아래의 
주파수는 차단을 한다. 공간 필터는 얻고자 하는 신호의 
증폭을 위해 사용한다. 즉, 운동피질의 주변부는 가중치
를 곱하여 약하게 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운동피질의 뇌
파를 증폭시킨다. ARspectral 필터에서는 자기회귀 변환
을 적용하고 윈도우 크기만큼의 주파수에 따른 진폭의 
분포를 측정한다. 분류 방법으로는 수식 (1)과 같이 선형 
분류기를 사용한다. 

 
  




  



  (1)

 
N, M은 각각 채널과 신호를 나타내며, 입력값은 AR(자기
회귀) 변환의 출력을 의미한다. 
 분류된 데이터는 UDP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인 
TORCS(The Open Racing Car Simulator)로 전송된다. 데
이터는 스트림 형태의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고 자동차의 
핸들과 가속을 제어한다.

3.3 TORCS 제어를 위한 규칙 기반 보조 모듈
 분류된 데이터는 총 3가지(왼쪽, 오른쪽, 위)의 제한적인 
정보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정교하게 제어
하기에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의 규칙을 생성
하여 자동차 제어를 보조한다. 첫째, 분류기가 위쪽 방향
으로 분류할 경우 수식(2)와 같이 가속도를 증가시키고 
반응이 없을 시에는 감속을 하도록 하였다.

           (2)

 는 자동차의 속도를, 는 시점에서의 위쪽방향 명령

값을 나타낸다. 둘째, 핸들방향의 입력 값은 왼손, 오른
손의 출력 값으로 설정하고 왼손에 대한 값이 계속 발생
한다면 값을 축적하여 핸들의 각도를 크게 하도록 설정
한다. 셋째, TORCS로부터 트랙의 각도정보를 얻어와 직
선의 코스가 일정시간 지속될 때 가속의 크기를 크게 한
다. 넷째, 트랙의 각도 정보를 이용하여 각도에 따라 핸
들이 범위를 다르게 하였다. 예를 들어 급커브일 경우 
핸들이 꺾이는 정도를 크게 하고 커브가 완만할 경우 꺾
이는 정도를 작게 변화시키도록 하였다. 다섯째, 자동차
의 상태 값은 1초마다 갱신한다.

4. 실험 및 결과
4.1 사용자 실험 환경
 실험은 26~28세의 3명(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실험방법
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Epoc 헤드셋은 
128Hz의 주파수 크기로 출력하고 총 14개의 채널을 사용
할 수 있다. 헤드셋은 블루투스 USB를 이용하여 무선으
로 컴퓨터와 통신을 하여 뇌파를 출력한다. 국제표준 방
법인 10-20 전극법을 따르고 실험에서는 8개의 채널을 
사용한다. TORCS 트랙은 그림 2와 같이 난이도가 낮은 
트랙(a)과 커브가 많은 높은 난이도(b)를 실험에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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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실험에 사용하기 위한 트랙

4.2 사용자의 움직임 상상에 따른 오프라인 뇌파 분석
 왼손, 오른손, 양손에 대한 뇌파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
여 오프라인 분석을 하였다. 오프라인 분석은 사용자에
게 3방향의 화살표(왼쪽, 아래쪽, 위쪽)를 보여주고 각 방
향에 맞게 움직임을 상상하도록 요구하였다. 각 방향은 
3초 동안 무작위로 5번을 보여주도록 설정하였다.

(a) (b) (c)

그림 3. Topographical Map

 그림 3은 실험자 1의 오프라인 분석을 Topographical 
Map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오른손을 상상했을 경우, (b)
는 왼손을 상상했을 경우, (c)는 양손을 상상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12Hz에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보였고 실험자2, 
3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4.3 성능 평가 및 비교
보조 제어 모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트랙을  
돌았을 때의 Laptime을 모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
교하였다.

표 2. 트랙별 Laptime 시간

저자 보조 모듈 사용(o) 보조 모듈 사용(x)

트랙(a) 3min 15sec 3min 58sec

트랙(b) 7min 22sec 9min 32sec

 
 표 2는 3명의 사용자에 대한 laptime 평균 소요시간 이
고 sec이하는 반올림 하였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듈을 사용하였을 경우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보
다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EEG를 사용하여 온라인 BCI환경을 구축
하고 이를 3D 기반 자동차 시뮬레이션 제어에 적용하였
다. 정교한 컨트롤을 위하여 보조 제어 모듈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보조 제어모듈을 통해 향상된 운행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 눈 움직
임이나 눈 깜박거림에 대한 노이즈를 감소시켜 사용자에
게 보다 정확한 제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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