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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뇌파(Electroencephalography: EEG) 측정 기기들의 발달로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
발한데, 뇌파를 통해 자동차와 사람사이의 공유형 차량 제어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뇌파는 다양한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어 도메인에 맞게 가공하는 필터링 기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뇌파를 이용한 자동차의 공유형 제어시스템을 위한 최적의 공간필터링 기법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필터링 방법들 중 완전 행렬(Full matrix), 희소 행렬(Sparse matrix), 표준 공통 기준(Common Average 
Reference: CAR) 필터링 기법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컨트롤러
를 이용한 방법과 t-검정을 수행한 결과 CAR필터링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서론

  이전 EEG 측정을 위해 전극마다 젤을 사용하여 헬멧 
형식으로 머리에 써야했던 EEG 측정 기기에서 최근에는 
헤드셋 형식으로 보다 간편한 EEG 측정  기기가 출시되
어 EEG를 다양한 도메인에서 적용하는 뇌-컴퓨터 인터
페이스(BCI)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람과 기계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계를 통제하는 시스템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공유형 제어 시스템이
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유형 차량제어 시스템에서 공유형 제
어 방법을 EEG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EEG를 
이용하여 차량의 가속페달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가속 
페달의 제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형 차량 제
어 시스템에 맞는 노이즈 필터링이 필요하다. 노이즈 필
터링을 위해 공간 필터들을 비교 분석하고, 최적의 필터
링 방법을 찾는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실험자의 동적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고려하며, 컨트롤러
를 이용한 방법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필터링 방법 3가지와 필터링을 적용하지 않은 
방법을 비교하였으며, t-검정을 수행한 결과 CAR필터링
이 공유형 차량제어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2. 관련 연구

  EEG는 뇌의 뉴런이 전기적인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머리 표면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측정하는 
장비이다. EEG 신호는 뇌의 활동, 측정시의 상태 및 뇌
기능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특징과 뇌 기능과 
관련된 공간적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1]. 

표 1.  EEG를 이용한 공유형 제어 시스템 관련 연구

저자 적용 대상 신호 채널 수

F. Galan 등
(2004) [2]

Robots & 
wheelchairs

EEG 64

L. Tonin 등
(2010) [3]

Robot EEG 16

M. Lee 등
(2012) [4]

Vehicle EEG 14
  

  EEG를 이용하여 공유형 제어 시스템을 연구하는 실험
이 늘어나고 있다. 공유형 제어 시스템은 로봇, 휠체어, 
차량 등에 적용되어 실험되고 있다. Galane 등과 Tonin 
등은 왼손과 오른손을 생각하여 획득한 EEG를 통해 로
봇과 휠체어의 움직임을 제어하였다. Lee 등은 왼쪽, 오
른쪽, 위쪽을 보여주는 화살표에 따른 EEG를 분석하여 
차량을 보조 제어하는 실험을 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
서는 EEG 신호를 보조제어가 아닌 실질적인 제어가 가
능하게 구현 및 실험하였다. 실질적인 제어를 위해 공간 
필터들을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제안하는 방법

3.1 전체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이다. 전체 시스템은 
컨트롤러 모듈, 신호처리 모듈, 클라이언트 모듈, 공유형 
차량제어 시뮬레이터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모듈은 모
두 UDP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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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조

  

  컨트롤러 모듈에서 레이싱에 필요한 컨트롤 값들을 입
력받는다. 컨트롤러 모듈에서 입력받은 EEG 신호를 신
호처리 모듈에서 필터와 분류기를 사용하여 분류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선형분류기를 사용하였다. 분류된 데이
터는 시뮬레이터를 서버로 하여 클라이언트 모듈에서 시
뮬레이터 서버로 전송된다.
3.2 공유형 차량제어 시뮬레이터

   공유형 차량제어 시스템은 EEG를 사용하여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호처리 모듈에서 전

송 받은 필터링된 데이터를 공유형 차량 제어 모듈에 맞

게 전처리하여야한다. 핸들, 브레이크, 가속 페달 각각에 

맞게 값들을 전처리한다. 전처리된 값으로 각 부분에 맞

게 가속이나 감속을 하거나 핸들의 방향을 오른쪽, 왼쪽

으로 결정한다. 

×


   max m in (1)

  핸들을 전처리하는 방법은 식 (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는 차량의 휠이고 는 컨트롤러에서 얻은 현

재 휠의 값이며 은 휠 전체 범위다. 식 (1)의 결과가 

양의 값인 경우 결과만큼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린 것이
고, 음의 값은 값만큼 왼쪽으로 핸들을 돌린 것을 말한
다. 브레이크 역시 컨트롤러에서 얻은 식 (1)과 같이 전
처리하여 사용한다.
  가속페달은 전달받은 EEG가 양손에 집중을 하고 있다
고 나타나면 수식 (2)와 같이 속도를 증가시킨다.

          (2)

  는 자동차의 속도를 나타낸다. 는 시점에서의 양

손의 집중 정도를 나타낸다. 분류기를 통해 사용자가 양
손에 집중을 하는 경우 집중도가 높아지면 차량에 가속
이 붙어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이 차량의 가속도가 
증가한다. 반응이 없을 시에는 차량이 감속하도록 하였
다.
3.3 자동차 공유형 제어시스템을 위한 공간 필터링

  EEG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여 도메인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유형 차량제어 
시스템을 위해 3개의 필터링을 사용하였다. 3개의 필터
링은 다음과 같다. 
⦁Full matrix: 필터의 입력 신호에 적용되는 선형 변환을 
정의하는 공간 필터 매개변수를 사용한다.

       
   ≠

(3)

  Full matrix를 정의하면 식 (3)과 같다. 와 는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의 개수이다. 는 입력 채널  ,의 행

렬 요소이다. 
⦁Sparse matrix: 0이 아닌 행렬 값으로 정의된 공간필터 
행렬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 0이 아닌 행렬 값들은 채널
에 대한 입력 채널, 출력 채널, 채널을 위한 가중치에 의
해 주어진다. 식 (4)는 sparse matrix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4)

  Sparse matrix의 는 입력의 각 채널의 가중치

를 곱하여 개의 채널의 합으로 나타난다. 
⦁CAR: 모든 채널의 평균을 계산하고, 선택된 출력 채널
에서 이 값을 빼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5)

  CAR은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은 번째 

전극과 기준 전극 사이의 전위이다. 그리고 은 전극의 
개수이다. 

 
            (A)                     (B)

그림 2. 실험 환경 및 시뮬레이션 실험 트랙

  그림 2를 통해 공간필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
았을 때의 뇌파의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다. (A)는 공간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EEG를 휴식상태와 양손에 집중했
을 때를 나타낸 것이고, (B)는 CAR 공간 필터를 사용하
여 휴식 상태와 양손 집중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두 그
림을 분석해보면 (A)에서는 휴식 상태와 양손 집중 상태
의 차이가 잘 보이지 않지만 (B)에서는 두 상태의 차이
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간
필터를 사용하면 EEG 신호를 보다 정확하기 분석할 수 
있다.
4. 실험 및 평가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적의 EEG 공간 필터링 셋팅 실
험을 위해 멀티 플랫폼 레이싱 카 시뮬레이터인 TORCS
를 이용하여 실험 환경을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TORCS는 GNU 라이센스를 받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조
이스틱, 스티어링 휠, 마우스 등의 차량운전 환경을 가상
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구성한 실험환경에서는 Emotiv의 EPOC Neuroheadset
을 이용하여 양손에 집중하는 EEG를 취득하고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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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G를 BCI2000을 통해 신호 처리한 값을 TORCS의 가속 
페달 값으로 하였다. 나머지 자동차 휠과 브레이크는 
Logitech G20 컨트롤러를 함께 사용하였다. 
4.2 실험 방법

  실험은 10명의 실험자(여자 3명, 남자 7명)를 대상으로 
하고 실험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체험한 후 실험을 진
행하였다. 실험자들은 트랙을 한 바퀴씩 돌며 랩타임을 
재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3은 실험 환경과 시뮬
레이션 실험을 한 트랙의 그림이다. 

그림 3. 실험 환경 및 시뮬레이션 실험 트랙

4.3 실험 결과 분석

그림 4. 공간 필터 전체 평균 결과

실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컨트롤러만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59.14초가 나왔고 CAR 공간 필터를 이용한 
EEG 공유형 차량제어 시스템의 결과가 57.71초가 나왔
다. 공유형 차량제어 시스템이 컨트롤러보다 조금 더 좋
은 랩타임을 나타낸 것이 확인된다.

 

(A)

(B)
그림 5. 공간 필터 별 Topograph

각 공간 필터에 따른 EEG topograph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A)는 양손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EEG를 
topograph이다. (B)는 실험 결과를 topograph로 공간필터

마다 나타낸 것이다. (A)그림과 CAR 공간필터의 
topograph가 가장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EG를 이용한 공간필터 방법들과 컨트롤만 사용한 시
스템의 성능차이가 유의미함을 확인하기 위해 각 방법들
로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다. 유의확률(p-value)은 귀무
가설이 맞을 경우, 표본에서 얻은 표본 평균보다 대립가
설 쪽의 값이 나올 확률을 나타낸 값이다. 
실험에서의 유의수준을 일반적인 값인 0.05로 했고, 다음
과 같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였다.
·  (귀무가설):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EEG를 

공간 필터링하는 시스템간의 성능차이는 없다.
·  (대립가설):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EEG를 

공간 필터링하는 시스템간의 성능차이가 있다.

표 2. t-검정 결과
None Full matrix Sparse matrix CAR

p-value 1.49E-06 0.048 0.005 0.068

  t-검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CAR은 유의확률이 유의수
준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에 따른다. 즉, 컨트롤러만 
사용한 시스템과 성능차이가 없는 EEG 공유형 제어 시
스템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을 통해 EEG를 이용하여 공유형 차량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공간 필터에 따라 컨트
롤러만을 이용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 EEG 분석을 통한 공유
형 차량 제어 시스템에서 핸들의 제어를 위해 시뮬레이
션 차량이 좌회전과 우회전을 할 때의 EEG를 구현 및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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