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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파(electroencephalogram : EEG)는 뇌 뉴론들의 전기적 

활동이 두피(scalp)에 전파되어 온 것을 측정한 포텐셜 에너

지이며(Nunez 1991), 1920년대 Hans Berger에 의해 최초로 

측정되었다(Berger 1929). 이후 1950년대를 지나면서 디지탈 

및 정량화 뇌파(QEEG)를 표준화 하려는 노력(Thatcher와 

Lubar 2009)과 함께 정신/신경 질환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

을 그들의 전기적 뇌활동과 연결시키려는 시도와 더불어 수면 

상태에서 변화하는 다양한 생체 변화를 EEG로 관찰하고 해

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Rechtscaffen과 Kales 1968 ; 

AASM 2007). 이 EEG의 장점으로는 시간 분해능(temporal 

resolution)이 높아서, 전기적 뇌활동을 초 단위 이하 짧은 시

간 단위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두

개절개가 필요없기에(noninvasive) 안전하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MRI, SPECT, PET, fMRI과 같은 뇌 

영상기법에 비해 저렴하며, 나아가 휴대용 장비로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임상 EEG 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은 수학 및 

공학 신호처리 기술을 의공학에 접목시킴으로서 지난 수 십 

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ourier 방법을 비롯하여, 단일 혹은 다중 채널로 기록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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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분석하는 다양한 선형 및 비선형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

으나, 이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상결과및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본 학술지 성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참고 문헌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체한다(Kantz와 Schreiber 

2004 ; Kim 2008 ; Al-Nashash 등 2009 ; Quiroga 2009 ; 

Kim 등 2010). 이러한 정량화 방법 뿐만 아니라, 장시간동

안 측정되는 생체 신호의 특징 상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다

양한 생리적 혹은 기계적 잡음 등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

법들도 개발되었다. 특히, 안구 운동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서는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Hyvarinen 등 2001)

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Hoff-
mann과 Falkenstein(2008)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두

피에서 측정된 뇌파를 이용하여 대뇌피질(cortex) 혹은 시

상(thalamus) 등에 위치한 뉴론의 전기적 활동을 유추하여 

그 기원을 찾는 시도(inverse problem or source localization)

도 있어 왔다(Pascual-Marqui 1999 ; Nunez와 Srinivasan 

2006).

임상뇌파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Fourier 방법으로 계산한 

파워 스펙트럼 분석이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이 Fourier 방법

은 정상상태(stationary) 가설, 규칙성(periodic boundary) 조건 

등 몇 가지 엄밀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그 유용성이 높

으나, 잡음이나 기타 artifact 들이 많은 뇌파 분석에는 어느 정

도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다양

한 수학 및 의공학 방법론 중, 비고정상태(nonstationary) 신

호 분석에 적합한 wavelet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론에 대

한 자세한 이론적 소개는 Amara(1995)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wavelet 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

어, 그것을 인공뇌파 및 임상뇌파에 적용한 결과들을 Fourier 

방법을 응용해서 얻은 결과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

석결과들을 바탕으로 wavelet 방법을 이용한 수면뇌파 연구

의 유용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된 목적이다.

방    법

1. 연구 대상

1) 인공뇌파 수학모형

본 연구에서 소개되는 wavelet 뇌파 분석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특정된 성질을 가진 인공뇌파가 아래의 수식에 의해 만

들어져 분석되었다.

EEG=RD(t)+Aδsin(2πfδt+Øσ)×e⁻(t-2)2/2+Aαsin(2πfαt+Øα) 

×e⁻(t-4)2/6

이 뇌파는 250 Hz로 샘플링되어 5초간 만들어졌는데, 불규

칙한 노이즈(Random Noise ; RN)와 2초 전후로 강한 델타

파(3 Hz)가 약 2초간 (1＜t＜3) 발생한 것을, 그리고 4초 전후

로 약한 알파파 (10.5 Hz)가 약 2.5초간 (2.5＜t＜5) 발생한 것

을 시늉내기 한 것이다(Figure 1). 그리고 다중채널 뇌파 시

늉내기를 위하여 각 채널별 세기와 phase(A and Ø)를 적절

히 조절하여 후두엽(occipital) 부근에서 coherence 가 커지

도록 하였다(Figure 2). 

Fig. 1. Comparison of the Fourier 
transformation (FT) and wavelet 
methods (WT) : (a) and (b) decom-
positions of EEG via FT and WT, re-
spectively ; (c) and (d) correspond-
ing spectral power via FT and WT, 
respectively. Red color denotes 
stronger spectr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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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뇌파

입면주기 전후로 측정된 뇌파와 GoNoGo 프레임 하에서 

측정된 evoked-response potential(ERP) 뇌파 샘플이 각각 

하나씩 분석되었다. 입면주기 뇌파는 multiple sleep latency 

tests(MSLT)를 통해 2시간 간격으로 총 5회 측정되었으며, 

C3, F4, O1, P4 네 개의 채널에서 200 Hz로 샘플링되었다. 

ERP 뇌파는 확장된 10/20 시스템을 사용하여 총 26 EEG 채

널에서 500 Hz로 샘플링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Cz 채널만 

분석되었다. 그리고 GoNoGo 프레임에 의해, 피험자가 시각

자극에 반응하여 컴퓨터 버튼을 입력하게 실험이 시행되었으

며, 피험자가 올바르게 반응한 상태에서 측정된 뇌파만을 추

출하여 ERP를 구하였다. 표적(Target, 녹색) 및 배경(back-
ground, 적색) 자극은 무작위로, 4분간 150회 주어졌다. 피험

자 두 명은 모두 정상 대조군에서 선택되었다. 이 샘플 뇌파들

은 수면연구센타에서 연구목적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연구윤

리규정(IRB)을 포함하여, 뇌파 측정에 자세한 사항 및 피험자

들의 자세한 임상적 특성은 참고문헌 혹은 해당 수면센타 홈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Kim 등 2009b ; BRAINnet.net 

2012).

2. 뇌파 분석법

1) Wavelet 방법

Wavelet 방법은 시간 변수가 하나 더 주어진다는 점을 제

외하고는, Fourier 방법과 매우 비슷하다. 이 wavelet 방법 장

점으로는 기저 함수(base function)가 특정된 시간에 좁게 분

포한 가우스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시계열

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그 특성을 분석하기에 용이하다는 것

을 들 수 있다. 간략하게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주어진 시계열 

x(t)는 Morlet wavelet 방법에 의해 시계열의 주파수와 시간 

컴포넌트로 분해할 수 있으며, 그 컴포넌트의 세기 c(t, f)를 

Table 1에서 언급한 수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t, f)는 복소수이며, 그 절대값의 제곱이 특정 시점 t에서 주

파수 f에 해당되는 스펙트럼 세기가 된다. Fourier 방법은 주

어진 시간 구간에서 단 한 번만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지만, 

wavelet 방법은 각 시점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

기 때문에 뇌파스펙트럼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

다. 이러한 Fourier 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moving 

windows 방법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Kim 등 2009b). 본 

Fig. 2. Comparison of global syn-
chrony via coherence and phase 
synchrony methods. (A) EEG at 19 
electrodes where the areas with red 
and yellow color denote a phase 
desynchrony at the delta and al-
pha frequencies, observed at Fp1 
and T3, and Pz (-10 Hz), respec-
tively, (B) instantaneous phase an-
gles θ(f) at each electrode where 
phase angles plotted overlapping 
each other denote higher synchro-
ny, (C) and (D) the level of the 
global synchrony measured via co-
herence and phase synchrony, re-
spectively. Red color denotes high-
er synchrony. See Table 2 for the 
definition of the global synchr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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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a wavelet method and Fourier transformation

Wavelet (Morlet) Fourier
Variables Time and frequency frequency
Base function

Decomposition

Spectr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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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인공뇌파의 경우에는 1초 크기의 window를 0.1초

씩 옮기면서(90% 중복사용), 입면주기 뇌파 샘플의 경우에는 

10초 크기의 window를 1초씩 옮기면서, Fourier 방법을 적용

하였고, 그 결과를 wavelet 방식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위상 동조화(Phase synchrony) 방법

앞에서 구한 c(t, f)의 실수 값과 허수 값을 삼각함수 공식에 

적용하면, 시계열 x(t) 각 시점에 해당되는 위상각(phase an-
gle) θ(t, f)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위상각들을 서로 비교함으

로서 다중채널뇌파의 동조화 정도(synchrony level)를 계산할 

수 있으며 뇌파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1의 값을, 랜덤

인 경우는 0의 값을 갖는다. 이 위상 동조화 방법과 일반적으

로 널리 사용되는 coherence 방법과의 비교는 Table 2에 정

리하였다. Coherence는 Fourier 방법을 응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Hamming window로 가중치를 주고, 자료 

값 256개씩을 50% 중복사용하면서 계산하였다. 아울러, 앞

에서 언급한 moving windows 방식을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coherence 변화를 구하였고, 그 결과를 wavelet 방법으로 구

한 위상 동조화 정도와 비교하였다. 특정 채널 위치에서의 동

조화 정도 혹은 coherence는 둘씩 묶어서 계산한 값들을 가

중치를 적용한 평균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가중치는 각 

채널 사이의 거리에 의한 지수함수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w(r)=e-r/ro 여기서 r은 채널 x와 y사이의 거리이며, 

ro은 effective axonal range이며 그 값은 8.6 cm이다(Kim 등 

2009a). 이렇게 구해진 결과는 적절한 속채우기법(interpo-
lation)을 통해서 2차원 Figure로 표현될 수 있다(Figure 3).

3. 통  계

뇌파의 spectral power density는 스펙트럼 세기 절대값을 

전체 주파수 영역 스펙트럼 세기 총합으로 나눈 것이며, 각 주

파수 영역은 미국수면학회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여, 델타 

(1~4 Hz), 세타(4~8 Hz), 알파(8~13 Hz), 및 베타파(13~30 

Hz) 등으로 나누었다(Iber 등 2007). 각 주파수 영역의 세기

가 입면주기 전후로 자른 세 시간대별로 paired t-test로 통

계검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1. 인공뇌파 분석결과

단일 채널 뇌파는 Fourier 방법 또는 wavelet 방법으로 그 

뇌파의 주기적 활동을 분해할 수 있다. Figure 1A, B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방법 모두 성공적으로 2초 부근에서 발생한 델

타파 활동과 4초 부근에서 발생한 알파파 활동을 분해해 내었

다. 이는 주어진 뇌파가 인위적으로 그 두 개의 활동을 가지도

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합당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Figure 1C, 

D는 각 방법으로 계산한 파워 스펙트럼의 시간에 따른 변화

를 보여주었는데, wavelet 방법이 좀 더 좋은 시간 분해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다중 채널 뇌파 분석결과는 Figure 2에서 볼 수 있는데, 

Table 2. Comparison of the phase synchrony and coherence

Phase synchrony Coherence
Measures Phase angle Cross spectral power
Equation

Local sync

Global sync

δ

θ

α

δ

θ

α

0.8

0.6

0.4

0.2

Fig. 3. Local synchrony at given frequency bands : Coherence 
(left column) and phase synchrony (right column). See Table 2 
for the definition of the local synchrony. Color scales to the 
strength of coherence or phase synchr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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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a)는 각 채널에서 측정된 뇌파를, 패널(b)는 그 뇌파의 

위상각을 wavelet 방식으로 구해서, 델타/세타/알파파 활동

에 해당되는 위상각들을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2A에서 볼 수 있듯이, 뇌파들은 강한 델타파 활동으로 동조

화되어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델타 주파수에 해당되는 

위상각들은 대부분의 시점에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알파 주파수 위상각들도 동조화 정도가 세타 활동에 

비해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패널(c)는 coherence 

방법으로, (d)는 위상각으로 전체(global) 동조화 정도를 측

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Coherence는 위상 동조화에 비해 

그 값이 다소 크게 측정되는데, 특히 고주파수 영역에서 왜

곡의 정도가 심해짐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동조화 정도를 각 채널별로 나눠서 주어진 시간 5

초간 평균된 지역(local) 동조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Fig-
ure 3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coherence 방법은 델타/세타파 

활동의 채널 위치에 따른 차이를 찾지 못하였고, 알파파 동조

화 정도가 occipital 부근에서 다소 크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것은 역시 인공 뇌파가 occipital 부근에서 동조화가 크

도록 만들어졌기에 타당한 결과다. 그런데 인공 뇌파는 다양

한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뇌파들의 위상각은 쉽게 

바뀔 수도 있다. Figure 2A에서 보여주듯이, 붉은 색으로 그

려진 부분은 (t=1.5s 부근) 델타파 활동이 Fp1과 T3 채널 등

에서 180도 정도 위상이 틀어졌음을, 그리고 노란 색 부분은 

(t=4.5s 부근) 알파파 활동이 Pz 채널에서 위상이 틀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세밀한 동조화 정도의 차이는 coher-
ence 방법에서는 전혀 측정되지 않았으며, 위상 동조화 방법

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다. Figure 3 오른쪽 열에서 델타파 활

동의 동조화 정도가 Fp1, T3, C4 등에서 약하게 나온 것과 

알파파 활동의 동조화 정도가 Pz에서 약하게 나온 것이 그 

좋은 예임을 알 수 있었다.

2. 입면주기분석 예 

입면주기 뇌파를 Fourier 방법과 wavelet 방법으로 분석하

여 비교한 결과는 Figure 4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패널(a)와 

(b)에서는 C3 채널에서 측정된 뇌파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계

산한 파워 스펙트럼을 시간과 주파수, 이차원에서 비교하였

다. 두 방법 모두 입면 전(t＜-15s)에서 강한 알파파 활동을, 

입면 후(t＞15s)에서는 세타파 및 델타파 활동이 상대적으로 

커짐을 보여주었으나, 시간 분해능에서는 wavelet 방식이 

더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스펙트럼 세기를 다

섯 번 시행된 MSLT를 통해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패널(c)와(d)에서 찾을 수 있는데, 두 방법 모두 델타파 활동

이 입면과정에서 증가하고, 알파파 활동이 감소하는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 C3, F4, P4, O1 네 채널 

뇌파들의 상호 관계는 trial-averaged coherence[패널(e)]와 

trial-averaged 위상 동조화 정도[패널(f)]로 확인할 수 있는

데, 입면 후 그 값들이 각 주파수 영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성

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3. ERP분석 예

GoNoGo 프레임으로 측정된 표적 및 배경 ERP를 wave-

Fig. 4. Quantitative EEG analysis 
across the sleep onset period (SOP) 
via FFT and coherence (left column), 
and the Morlet wavelet and phase 
synchrony (right column). (A) and 
(B) time-frequency plots where dark 
areas denote stronger spectral 
power, (C) and (D) trial-averaged 
spectral power density (in %) across 
the SOP, (E) trial-averaged coher-
ence, (F) trial-averaged phase syn-
chrony. Here, the numbers (1, 2, 
and 3) represent the time intervals 
before, onset, and after the SOP, 
respectively. The symbol. * : De-
not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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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Figure 5에서 볼 수 있다. 패널

(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ERP의 일반적인 특징인 N100와 

P200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파형은 time-frequency 

스펙트럼 세기로도 알 수 있었다. 표적 ERP time-frequency 

세기[패널(c)]는 2 Hz 주파-수 영역에서 강한 스펙트럼 세기를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3 Hz 영역에서도 스펙트럼 세기가 0.3

초 부근에서 강해짐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배경 ERP[패널

(d)]에서는 3 Hz 주파수에서 강한 스펙트럼 세기가 0~0.3초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표적과 배경 ERP 뇌파

를 발생하는 뇌작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Kerr 등 

2009).

 

고    찰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wavelet 방법이 수면 뇌파 분석에 

얼마나 유효한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Wavelet 방법은 널

리 사용되는 Fourier 방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비고정상태

(nonstationarity) 제약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시간에 따른 스

펙트럼 세기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뇌파 분

석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인공뇌파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wavelet 방법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Fourier 방

법의 결과와 일치하며, 그 시간 분해능 및 위상 동조화 정도 

등에서 Fourier 방법보다 뇌파의 특성을 더 잘 발견하였다. 

아울러, 입면주기 임상뇌파 분석예에서는 wavelet 방법이 

Fourier 방법의 대체재 혹은 보완재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으

며, ERP 분석예에서는 ERP 파형을 시간 및 주파수 차원에서 

새롭게 재구성하였고, 그 결과가 표적 및 배경 ERP 특성을 구

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량화 수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단순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는 분석에 사용된 임상 수면뇌파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피험자 수가 적어서 다양한 수면변과 

관련된 임상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둘째로는 뇌파 채

널 수가 적어서 전기적 뇌활동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해상력

이 높지 못하며 아울러 다중채널간 상호관계 coherence나 위

상 동조화 정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구하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폭넓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20채널 이상 고밀도 

다중채널 뇌파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wavelet 방법의 적합성을 다시금 재확인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wavelet 방법이 수

면뇌파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또 일반적인 Fourier 방법으

로는 찾기 힘든, 짧은 시간 스케일(1-100s)에서 급격하게 뇌

파가 변화하는 입면 주기 혹은 ERP 실험 등에서, 뇌파에 관

련된 생물표지자(biomarker)들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

다는 것을 예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들

로 미루어 보아, wavelet 방법은 기존의 Fourier 방법의 대체 

혹은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앞으로 수면뇌파 정량 분석연구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Fig. 5. Morlet wavelet analysis of 
evoked-response potentials (ERP). 
(A) target and (B) background ERP, 
(C) and (D) corresponding time-fre-
quency plots where red areas de-
note stronger spectral power. The 
vertical lines at t=0 [panels (A) and 
(B)] denote the onset of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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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  적：본 연구는 뇌파를 정량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의 

하나인 wavelet 방법을 소개하고 아울러 그것이 임상 수면뇌

파 분석에 유용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  법：Wavelet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수학적으로 만들

어진 인공뇌파들과, 입면주기 임상 뇌파 샘플 하나와 GoNo-
Go 프레임으로 측정된 ERP 샘플 하나가 사용되었다. Wave-
let 방법론으로 계산된 time-frequency 파워 스펙트럼과 위상 

동조화 정도가 Fourier 및 moving windows 방법으로 계산된 

스펙트럼과 coherence 결과들과 비교 분석되었다. 

결  과：Wavelet 방법은 인공뇌파에 인위적으로 포함된 

파형의 특징들을 성공적으로 분해해내었다. 임상뇌파 샘플

로 한 검증에서도 그 유효성이 확인되었는데, 입면주기 전후

로 보이는 스펙트럼의 변화를 유의미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

며, 표적(target) 및 배경(background) ERP 파형의 특징을 시

간-주파수 도표(time-frequency plot)으로 잘 표현하였다.

결  론：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볼 때, wavelet 방법은 임상

뇌파를 정량 분석함에 있어서, Fourier 방법을 효과적으로 대

체 혹은 보완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뇌파가 수초에서 수백

초의 짧은 시간단위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입면주기뇌

파와 ERP 분석에 wavelet 방법의 적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중심 단어：정량화뇌파·가지파동·위상 동조화·시간-주

파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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