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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G 및 ERP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 과몰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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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game addiction of young people has become a social issue. Therefore, many studies, mostly

surveys, have been conducted to diagnose game addiction. In this paper, we suggest how to distinguish

levels of addiction based on EEG. To this end, we first classify four groups by the degrees of addiction

to internet games (High-risk group, Vigilance group, Normal group, Good-user group) using CSG

(Comprehensive Scale for Assessing Game Behavior) and then measure their Event Related Potential(ERP)

in the Go/NoGo Task. Specifically, we measure the signals of P300, N400 and N200 from the channels

of the NoGo stimulus and Go stimulus. In addition, we extract distinct features from the discrete wavelet

transform of the EEG signal and use these features to distinguish the degrees of addiction to internet

games. The experiments in this study show that High-risk and Vigilance group exhibit lower Go-N200

amplitude of Fz channel than Normal and Good-user groups. In Go-P300 and NoGo-P300 of Fz channel,

High-risk and Vigilance groups exhibit higher amplitude than Normal and Good-user group. In Go-N400

and NoGo-N400 of Pz channel, High-risk and Vigilance group exhibit lower amplitude than Normal and

Good-user group. The test after the learning study of the extracted characteristics of each frequency

band from the EEG signal showed 85% classificat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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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게임은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다. 인

터넷 게임은 사용자가 현실에서 만족할 수 없는 욕구

에 대해 대리만족을 경험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

어주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인

터넷 게임이 주는 대리 만족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게임의 과몰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적,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게임 

과몰입 현상은 사용자가 스스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려

움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은 안정성, 자율성,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

서조절 등의 인성적인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히고 있다[1]. 하지만, 인터넷 게임 이용자는 

자신의 몰입 정도를 자각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

가 많다. 즉, 과몰입에 대한 사용자의 경계의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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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자 자신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 과몰입 정

도를 진단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이머들에 대한 과몰입/중독

에 대한 검사는 설문 조사[2,3]를 통해 이루어져 왔

다. 게임종합 척도(CSG 척도)[2]는 인터넷 게임 몰입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위험군’, ‘경계군’, ‘일

반군’, ‘게임 선용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런 

CSG척도에 따라 참가자들을 네 가지 군으로 분류하

고 이에 따른 생체 신호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이런 

생체 신호 기반으로 게이머의 과몰입/중독 척도를 

분류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피험자의 과몰입/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생체 

신호로 뇌파 신호를 이용한다. Electroencephalo-

gram (EEG)는 대뇌에 일어나는 전위변동, 또는 그

것에 의한 뇌전류를 두피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 기록

한 전기 기록을 의미한다. 이전의 EEG 신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의학적인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4,5]. 즉, EEG 신호를 이용하여 의학적 치료 및 검사

를 위한 방법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우리는 EEG 신호를 획득하여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한 Event Related Potential

(ERP)을 분석한다. ERP는 일반적으로 특정 자극에 

대해 발생하는 대뇌의 전기적 반응을 기록한 것으로,

동일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유발된 전위들

의 평균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즉,

피험자의 상태가 기록되는 EEG로부터 특정 자극, 예

를 들면 시각 또는 청각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파형만

을 분리하여 평균화하여 측정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먼저 섹

션 2에서 관련 연구들에 대해 알아본다. 섹션 3에서

는 ERP와 EEG 신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몰입 

정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한

다. 섹션 4에서는 데이터 획득을 위한 실험 방법과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섹션 5와 6에서는 데이터 분석 방법 및 결

과,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 말한다.

2. 관련 연구

EEG 신호를  이용한 방법은 사람의 각성, 피로,

졸음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J.W. Kim[6]은 유동적인 EEG 신호의 웨이

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주파수를 분석하고 이를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신뢰도 있는 분류 결과를 얻었

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EEG 신호를 측정하고 이에 대해 주파수 분석을 통해 

신뢰도 있는 인터넷 게임 과몰입/중독 정도에 따른 

특징을 찾고 분류 결과를 분석한다.

인터넷 게임 과몰입자는 자기 통제 능력이 떨어지

는 증상을 보이며, 사회적,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하

는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인터넷 

게임 중독의 심각성이 부각된 이후 인터넷 중독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은 많이 연구되어왔다. Tao[8] 등

은 인터넷 중독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통해 95%의 신뢰도를 가지는 기준을 제시

하였다. Cao[9] 등은 설문을 통해 중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충동 조절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인터넷 과몰입 이용자들의 충동 

조절에 대한 신경 활동을 조사하였을 때, 인터넷 과

몰입이 충동 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이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충동조절 또는 

충동조절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10,11].

ERP 일반적으로 ERP의 요소 중 N200과 P300을 

이용하여, 충동 조절 능력에 대해 알 수 있다[12,13].

또한 N400을 통해 참가자가 외부 자극에 얼마나 민

감한 지를 확인 할 수 있다[14]. ERP를 측정하기 위

해 Y.S. Jang[15] 등은 청각에 대한 2개의 목표 자극

과 1개의 비목표 자극, 1개의 표준 자극의 Oddball

Paradigm을 통해 EEG 신호에서 청각 자극에 대한 

ERP의 P300을 찾고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목표 자극에 대해 P300의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충동 조절 정도를 효율적으로 측

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응을 요구하는 Go 자극과 

억제를 요구하는 NoGo 자극으로 이루어진 실험을 

통해 ERP (Event-Related Potential)을 측정하는 

Go/NoGo Task가 있다[16,17]. Dong[18] 등은 Go/

NoGo Task를 통해 인터넷 중독 장애(IAD)를 가진 

사람들의 반응 억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NoGo 자극

에 대한 정상군과 N2와 P3의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F.C.L. Donkers[12] 등은 Go/NoGo Task를 통해 N2

가 충동 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

며, J.L. Smith[13] 등은 P3가 행동 억제의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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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

라서 N2와 P3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충동 조절의 

인식을 볼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M. Salminen

과 N. Ravaja[19]는 게임 플레이어가 상대방 캐릭터

를 총으로 상처입히고 죽이는 이벤트에 대해 EEG

신호의 진동 반응에 대해 연구하였다. 폭력적인 게임 

이벤트에 대해 후두부 세타파에서 이벤트 전의 기준

에 비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였다. A. Belle[20]

등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지루한 영상과 흥미로운 영

상을 보여주고 EEG 신호를 측정하여 이를 이용한 

집중도 검사 시스템을 제안했다.

기존 연구들은 N200과 P300의 차이를 이용하여 

충동 조절 능력에 대해 검증하고 N400을 이용하여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인터넷 게임 몰입 정도에 따라 나눈 그룹에 

대하여 N200과 P300, N400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

다. 따라서, 우리는 Fz, Cz, Pz 채널의 N200와 P300,

N400을 비교하여 설문을 통해 나눈 참가자들의 네 

가지 인터넷 게임 몰입 정도에 따라 ERP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의 EEG Power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징

을 추출하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한 후 

분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3. ERP 및 EEG 신호를 통한 몰입도 분석

인터넷 게임 중독은 게임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

하게 빠져들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통제력

을 상실하여,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

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인터넷 게임 중독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왔으나 아

직까지 인터넷 중독에 대해 진단적 개념은 정립된 

것이 없으며, 타당한 진단 기준을 지니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의 몰입 정도에 따라 뇌파 신호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중독 정도에 

따라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은 뇌파 신호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이용한다면, 뇌파 신호

만으로 과몰입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2]을 통한 진단 결과

를 이용하여 실험 참가자를 게임 중독 정도에 따라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뇌파 신호의 

차이를 비교하여 과몰입 척도를 만들고자 한다.

인터넷 게임 중독은 사실상 의학계에 병리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게임에 의한 충동 조절 장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즉, 우리는 충동 조절에 따른 

뇌파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Go/NoGo Task를 

수행하였다. 우리는 이를 위해 Go/NoGo Task를 수

행하는 중의 ERP를 측정하여 이를 비교하고,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ERP는 특정한 자극에 

대해 발생하는 대뇌의 전기적 반응을 두피를 통해 

기록한 뇌파 기록이다. 본 연구는 두피의 위치에 따

른 각 채널에 대해 측정한 ERP를 이용하여, 각 그룹

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게임 이용 중의 이용

자 뇌파 특징을 이용하여, 뇌파에 의한 몰입 정도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참가자가 게임을 

이용하는 중의 EEG 신호를 측정하고, 각 그룹의 

EEG 신호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한다.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과몰입 정도를 진단하

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확도를 확인한다.

3.1 ERP를 이용한 몰입도 분석

N200과 P300, N400은 비침습성의 EEG cap을 이

용하여 인간의 두피로부터 측정할 수 있는 ERP의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N200은 인지 제어 기능 연구

에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언어 학습의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14]. P300은 일반적으로 두정엽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신호로서, 인지기능과 의사 결정 과

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마지막으

로 N400은 정수리와 두정엽 부근에서 나타나며, 시

각과 청각, 단어, 그림, 얼굴, 환경적 소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소이다[14]. 따라서 우리는 각 요소가 

게임에 이용되는 자극인 인지 제어,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의한 차이를 설문에 의해 참가자들의 몰입 

정도에 따른 각 그룹 별로 비교하여 검증하고자 한

다. 우리는 먼저 CSG척도에 의해 실험군을 ‘고위험

군’, ‘경계군’, ‘일반군’, ‘게임 선용군’ 으로 분류하고 

Go/NoGo Task를 통해 ERP를 측정하여 자극에 대

해 Fz, Cz, Pz 채널에서의 N200과 P300, N400을 분석

한다. 이를 이용하여 각 채널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특징을 비교하여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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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participant

Degree
The number

of people

Average age

(S.D.)

High-risk group 3 22.3(2.08)

Vigilance group 6 23.3(2.34)

Normal group 10 21.2(2.73)

Good-user group 10 23(2.24)

Fig. 1. Experiment environment.

Fig. 2. Cycle of experiment image.

3.2 EEG 신호를 이용한 몰입도 분석

웨이블릿 변환은 기본적으로 연속 웨이블릿 변환

(CWT)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DWT)이 존재한다.

우리는 EEG 신호의 분석을 위해 DWT 방법을 적용

하였다. DWT는 이산 신호에 대해 신호의 분석을 허

용한다. 즉, 원래의 연속 신호에 대해 샘플링을 거친 

이산 신호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inverse DWT를 이

용하여 원래의 연속 신호를 재구성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전처리 단계를 거쳐 EEG 신호를 주파수 

별로 분류한 뒤,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 DWT를 

적용한다. DWT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

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한 

특징을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분류 시스템을 만든다.

4. 실  험

4.1 실험 참가자

본 연구는 건강한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오른손잡

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는 실험에 앞서 설문을 진행하게 된다. 설문은 

참가자가 방해 받지 않는 환경에서 진행한다. 설문은 

CSG척도에 대한 설문을 이용한다. 설문 결과를 이용

하여 피험자를 CSG척도에 의해 ‘고위험군’, ‘경계군’,

‘일반 사용자군’, ‘게임 선용군’의 4개 그룹으로 나뉜

다. 다음 (Table 1)은 참가자의 구성을 보여준다.

4.2 실험 환경

실험은 참가자에게 아무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실험 환경은 다음 (Fig. 1)을 보

면 알 수 있다.

다음의 (Fig. 1)은 실험이 시작되기 전 참가자의 

대기상태를 보여준다. 위와 같은 환경에서 참가자는 

뇌파 측정 장비를 착용한 후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

해 10분간 대기한다. EEG 신호 측정은 1KHz의 샘플

링 비율로 측정하였고, 신호를 측정하는 동안 임피던

스는 5kΩ 이하로 유지하였다.

4.3 Go/NoGo Task

Go/NoGo Task는 먼저 참가자에게 장비를 착용

하기 전에 실험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자는 장비

를 착용하고 10분간 대기하여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모니터에는 ‘+’가 나타나

며, 피험자는 ‘+’를 바라보며 대기한다. ‘+’기호가 나

타나고 10초 후 실험은 시작된다. 실험이 시작되면 

화면에는 알파벳 ‘R’과 ‘P’가 각각 제시된다. 참가자

는 ‘R’에 대하여 방향키 아래 버튼을 누르고 ‘P’에 대

하여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이 때, 피험자는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며 실험을 진행한

다. 다음 (Fig. 2)은 실험 영상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실험으로 우리는 네 개의 그룹 별 E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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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amplitude                                                                              (단위 : μL)

(a) N200-mean amplitude of Fz channel

High-risk Vigilance Normal Good-user

Go stimulus -4.67 -7.80 -3.22 -3.99

NoGo stimulus -3.77 -4.40 -1.97 -5.57

(b) P300-mean amplitude of Fz channel

High-risk Vigilance Normal Good-user

Go stimulus 9.49 11.55 5.85 2.61

NoGo stimulus 2.74 1.26 0.56 0.97

(c) N400-mean amplitude of Pz channel

(c) N400-mean

amplitude of Pz

channel

(c) N400-mean

amplitude of Pz

channel

(c) N400-mean

amplitude of Pz

channel

(c) N400-mean

amplitude of Pz

channel

(c) N400-mean

amplitude of Pz

channel

Go stimulus -5.06 -4.55 -1.73 -0.36

NoGo stimulus -2.20 -1.86 0.16 -1.67

신호를 측정하였다. EEG신호는 Fz, Pz채널에서 획

득하여, 이 신호에 대해 ERP 신호를 분석하기 위하

여 자극 시점 300ms 이전부터 700ms 이 후를 추출하

여 이용하였다. 얻은 신호에 대해 우리는 Fz, Cz, Pz

채널의 N200와 P300, N400을 분석한다.

4.4 게임 중의 EEG Power 측정

우리는 각 그룹 별 EEG 신호의 특징을 이용하기 

위하여 게임을 하는 중에 EEG 신호를 측정하였다.

먼저, 게임은 현재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 높은 점유

율을 보이고 있으면서, 모든 사용자가 게임을 일정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임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exon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FIFA

Online 3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먼저 참가자는 실험 장비를 착용 후 5분간 어떠한 

자극도 없는 장소에서 편안한 상태로 대기한다. 대기

시간 5분이 끝난 참가자는 FIFA Online 3 게임을 진

행한다. FIFA Online 3는 일반적으로 10분간 축구 

경기를 하는 게임으로, 참가자는 10분의 축구 경기를 

2번 진행한다. 첫 번째 게임에서는 긴장하여 식은땀

을 흘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참가자들이 있기 때문

에 게임에 의한 EEG 신호의 변화라고 보기 힘들 것

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게임 할 때

의 EEG 신호는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게임 할 때의 

EEG 신호를 이용하였다.

5. 데이터 분석

우리는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CSG 척도를 이용

하여 먼저, 과몰입 정도에 따라 네 개의 그룹으로 분

류하였다. CSG 척도에 의한 네 가지 그룹에 대해 

Go/NoGo Task를 하는 중의 EEG 신호를 측정하여 

ERP를 분석하였다. 또한, 게임을 하는 중의 EEG 신

호를 측정하여 이를 주파수 대역별로 파형을 분류하

고, DWT를 통해 특징을 추출하였다.

5.1 ERP 분석

우리는 ERP 분석을 위해 Go/NoGo Task를 하는 

동안 Fz(Frontal), Cz(Central), Pz(Parietal) 채널의 

EEG 신호로부터 Go자극과 NoGo 자극에 대해 자극 

시점 이전 300ms, 이후 700ms를 추출하여 각 채널의 

N200과 P300, N400을 비교하였다.

각각 비교를 위해 EEG 신호에서 자극 시점으로부

터 N200은 200～350ms 구간에서 나타나는 negative

peak를 이용하고, P300은 자극에 대해 300～600ms

에서 나타나는 positive peak, N400은 250～500ms에

서 나타나는 negative peak를 이용하였다[8]. 다음 

(Fig. 3)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Fz와 Pz 채널

의 ERP 파형을 보여주며, (Table 2)는 Fz 채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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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Mean amplitude, (a) mean amplitude of Fz channel(left : Go stimulus, right : NoGo stimulus), (b) mean amplitude 

of Pz channel(left : Go stimulus, right : NoGo stimulus.

N200과 P300, Pz 채널의 N400의 평균 진폭을 보여준

다.

우리는 각 그룹의 N200, P300, N400에 대해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ANOVA 분석을 통해 각 그룹의 

특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N200에 대한 평균 진폭은 Fz 채널의 Go 자극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였다. Fz 채널의 Go 자극에서 

위의 (Table 3)의 (a)와 같이 고위험군, 경계군에 비

해 일반군, 게임 선용군이 더 낮은 진폭을 보였다.

고위험군과 경계군의 평균 진폭은 –6.24 μL 이고,

일반군과 게임 선용군의 평균 진폭은 –3.61 μL 로

서, -2.63 μL의 차이를 보였다(p < 0.05). 이에 비해 

NoGo 자극에 대한 N200의 차이는 비교적 고위험군

과 경계군이 일반군과 게임선용군의 평균보다 높았

지만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었다(p > 0.05).

P300에 대한 평균 진폭은 Fz 채널의 Go 자극과 

NoGo 자극에 대해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z

채널의 Go 자극에서는 고위험군과 경계군의 평균 진

폭이 10.52 μL로 일반군과 게임 선용군의 평균 진폭

인 4.23 μL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 < 0.05). NoGo

자극에 대한 평균 진폭은 (Table 3)의 (b)와 같이 

게임 선용군에서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p < 0.05).

N400은 Pz 채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 Pz 채널의 N400의 평균진폭은 위 (Table 3)의 

(c)에서 보여주고 있다. Go 자극에 대한 고위험군과 

경계군의 평균 진폭은 -4.81 μL로 일반군과 게임선

용군의 평균 진폭인 -1.05 μL보다 높게 나왔다(p <

0.05). 그리고 NoGo 자극에 대한 고위험군과 경계군

의 평균진폭은 -2.03 μL이며, 일반군과 게임선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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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variance                                                                         (단위 : μL)

(a) N200 of Fz channel

High-risk and Vigilance Normal and Good-user Level of significance

Go stimulus -6.24 -3.61 p < 0.05

NoGo stimulus -4.09 -3.77 p > 0.05

(b) P300 of Fz channel

High-risk and Vigilance Normal and Good-user Level of significance

Go stimulus 10.52 4.23 p < 0.05

NoGo stimulus 2 0.765 p < 0.05

(c) N400 of Pz channel

High-risk and Vigilance Normal and Good-user Level of significance

Go stimulus -4.81 -1.05 p < 0.05

NoGo stimulus -2.03 -0.76 p > 0.05

의 평균 진폭은 -0.76 μL로서, NoGo 자극에 대해서

도 비교적 고위험군과 일반군에서 낮은 진폭을 보이

는 것을 볼 수 있다(p > 0.05).

5.2 EEG 신호 분류 시스템

우리는 게임 신호를 통해 각 그룹의 EEG 신호 데

이터를 얻었다. 각 그룹 별로 얻은 EEG 신호에 전처

리와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전처리와 분석 

방법을 통해 얻은 신호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학습하여 분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다음 (Fig.

4)는 EEG 신호 분류 시스템의 순서도를 보여준다.

Fig. 4. Overview.

데이터 분석을 위해 우리는 먼저 그룹 별로 얻은 

EEG 신호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EEG 신호는 

복잡하고 선형적이지 않은 형태의 파형으로 이루어

져있다. 이는 각각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우리는 Butterworth bandpass filter를 이용하여 

5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데이터를 나누어 사용한다.

즉, 델타파(0.2～4Hz), 세타파(4～8Hz), 알파파(8～

13Hz), 베타파(13～30Hz), 감마파(30~50Hz)로 EEG

신호를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각각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류한 EEG

신호는 DWT를 이용하여 분석한다[20]. 각각의 주파

수 대역으로 분류된 EEG 신호는 10초 단위로 win-

dowing을 한다. 즉, 우리는 1KHz의 샘플링 비율을 

이용하였으므로 각 window 당 10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게 된다. 그 후, 각각의 window에 대하여 DWT

를 적용한다. DWT는 상세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다섯 단계로 분해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파에 대하

여 ‘bior3.9’,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에 대하여 ‘db4’,

베타파에 대하여 ‘coif3’ mother wavelet을 적용하였

다. 이 후, DWT를 마친 데이터에 대하여 특징 추출

을 한다. 특징 추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1) 표준 편차

위 식에서, 은 하나의 윈도우에 포함된 데이터들

을 의미한다.

(2) 엔트로피

위 식에서, 는 신호의 히스토그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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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assification acuuracy

High-risk Vigilance Normal Good-user

Test Data 3 3 5 5

Accuracy(%) 82.3 80.2 88.56 87.86

(3) 분산

위 식에서, μ는 기댓값을 의미한다. μ는 다음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4) 주파수 평균

DFT를 통해, 이산 신호의 푸리에 변환을 적용한

다. 푸리에 변환을 적용한 데이터의 평균을 주파수 

평균으로 이용한다.

(5) 분산의 확률분포

(6) 자기상관의 합

위 식에서 s와 t는 time series에서 다른 시간을 

의미하며, μ는 X의 평균, α는 X의 표준편차를 의미

한다.

(7) 표본자기공분산의 평균

,

위와 같은 순서로 특징을 추출한다면 EEG 신호로

부터 210개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즉, 6개의 co-

efficient당 7개의 특징을 5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 대

역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특징들을 이용하

여 Breiman[21]이 제안한 분류 방법인 Random

Forest 분류기를 이용하였다. Random Forest 분류 

방법은 다중 의사 결정 트리를 이용하여 특징을 학습

하고, 학습된 트리들을 통해 분류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Go/NoGo Task 및 게임 중의 EEG

Power 측정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 29명의 EEG

Power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그룹에 대해 다중 의사 

결정 트리를 수행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분류 모델을 

개발하고 테스트 하였다. 다음 (Table 4)은 분류 결과

를 보여준다.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분류 결과 

평균 84.73%의 정확도를 보여준다.

6. 결  론

본 연구는 인터넷 게임 과몰입 현상에 의한 사용

자들의 몰입 정도의 차이를 Go/NoGo Task를 통하

여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게임 중의 EEG 신호를 

측정하여, 각 주파수 대역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

를 이용하여 몰입 정도를 분류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위의 실험을 통해 과몰입 정도가 심화될수

록 사용자의 ERP 평균 진폭은 각 특징별로 더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위험군과 경계

군에서는 N200와 P300의 평균 진폭에 의해 일반군

과 게임선용군에 비해 충동 조절 능력이 비교적 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N400을 확인하여, 고

위험군과 경계군에 속한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의 자

극에 대한 민감한 정도를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EEG 신호에서 인터넷 게임 과몰입 정도에 따른 

N200과 P300, N400 요소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ERP 분석과 함께 우리는 EEG 신호의 특징을 통

해 분류기를 구성하였다. EEG 신호에서 DWT를 적

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Random Forest를 이

용하여 분류한 결과 약 85%의 정확도를 보였다. 추

후에 ERP를 함께 이용하여 적용한다면, 더 높은 분

류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에 비해 비교적 남학생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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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기 쉽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는 

남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다른 ERP에 대한 연

구와 같이 모두 오른손잡이 참가자로만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20대 오른손잡이 남성에 

적용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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