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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교사학습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코호넨의 자기조직화 방법을 기반으로 BCI(Brain-Computer 

Interface)에 적용 가능한 자율적 기계학습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상호작용 함수를 이용한 학습영역조정방법과 
자율적 기계학습규칙을 제안하였다. 학습영역조정과 기계학습은 코호넨의 자기조직화 방법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함수에 의한 측면제어효과를 이용하였다. 승자 뉴런을 결정하고 난 후 학습 규칙에 따라 뉴런의 연결강도를 조정하
고 학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영역이 점차 감소하여 출력층 뉴런 가중치들의 입력을 향한 유동을 완화시켜 네
트워크가 평형 상태(equilibrium state)에 도달하여 학습을 마칠 수 있는 자율적 기계학습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뇌파, 상호작용함수, 기계학습, 자기조직화, 융복합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autonomous machine learning method applicable to the BCI(Brain-Computer 
Interface) is based on the self-organizing Kohonen method, one of the exemplary method of unsupervised 
learning. In addition we propose control method of learning region  and self machine learning rule using an 
interactive function. The learning region control and machine learning was used to control the side effects 
caused by interaction function that is based on the self-organizing Kohonen method. After determining the 
winner neuron, we decided to adjust the connection weights based on the learning rules, and learning region is 
gradually decreased as the number of learning is increased by the learning. So we proposed the autonomous 
machine learning to reach to the network equilibrium state by reducing the flow toward the input to weights of 
output layer neu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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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생체신호 측정기술의 발 에 따라 최근에는 사용자의 

상태를 단순히 모니터링 하는 수 을 넘어서 생체신호로

부터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를 악하는 기술로 발 하고 

있다. 사람의 두피로부터 측정한 뇌  

(Electroencephalograph:EEG)신호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가 반 되어 있는데 기계학습이나 패턴인식과 같은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하면 이런 사용자의 의도를 해석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뇌-컴퓨터 상호작용

(Brain-Computer Interface:BCI)기술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로 컴퓨터나 기계를 제어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1,2,3]. 이를 해 뇌의 특정 역에서 원하는 뇌의 활동

을 측정할 수 있는 뇌 측정기술과 뇌의 활동을 정량·정

성화하고 이를 분석하는 뇌 분석기술, 그리고 추가로 

이를 통한 뇌와 컴퓨터의 로토콜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4,5]. 이는 뇌의 신경세포를 모방해 컴퓨터가 인간의 

뇌처럼 인지, 학습, 추론하는 인공지능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CI에 용 가능한 자율  기계

학습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비교사학습의 표 인 

방법  하나인 코호넨의 자기조직화 방법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함수를 이용한 학습 역조정방법과 자율  

기계학습규칙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은 비교사학습

방법을 따르며, 이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입력에 하여 

정확한 해답을 미리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한다. 본 논문의 구성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는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BCI 동향과 자율  기계학

습에 해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상호작용함수 기반 

BCI 학습방법에 해 설명하고, 제 4장에서는 자율  기

계학습규칙에 해 기술하며, 끝으로 결론을 맺는다. 

2. 연구배경

2.1 BCI 동향

재 진행되고 있는 BCI 연구에서 가장 큰 난제가 되

고 있는 것은 뇌 다. 과거 뇌  측정·분석과 같은 한정

된 역을 뛰어 넘어, 뇌 를 이용한 졸음운  방지 시스

템, 스마트 폰과 연동된 뇌  게임 등 응용기술 련 출

원건수가 64.3%를 차지하고 있다. BCI는 다양한 분야에

서 응용되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의료, 재화, 헬스 어 

분야는 표 인 BCI의 응용분야이다. 사지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일상생활을 가능  하며, 재활에 도움을 

 수 있는 의료, 재활의 미래 연구 분야이다. 뇌 제어 

기술을 활용해 휠체어나 로 팔을 조종하는 연구가 진행 

이다[6]. 스 스 로잔 공 의 톰 칼슨 박사는 2011년 

말,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 휠체어 시

스템을 개발하 다. 뇌에 이식한 칩을 통해 로 팔의 동

작뿐 아니라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정교하게 조종 가능  

하는 연구도 진행 에 있다. IT 기기, 자 거, 자동차 등

에 BCI 기술이 용가능하다. 운동 이거나 다른 일을 

수행하는 에 IT 기기나 차량을 제어하는 경우 BCI가 

편의를 제고할 수 있어 실용화가 기 되는 부분이다. 스

마트폰 등 IT 기기에서는 최근 뇌 로 조작하거나 앱을 

구동하는 기술을 개발 이다. 한, 자 거니 자동차 운

자의 의도를 악해 기기 속도, 상태, 방향 환 등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 에 있다. BCI 기술은 게임, 

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에도 용가능하다[12,14]. 게

임은 안정 인 문제가 비교  기 때문에 BCI의 실용화

가 앞선 분야 의 하나이며, 화분야에서는 감상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이 바 는 콘텐츠도 

개발되었다[7,15].

2.2 자율적 기계학습

사람의 두피로부터 측정된 뇌 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가 반 되어 있는데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

나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과 같은 신호처리 기술

을 이용하면 이런 사용자의 의도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로 컴퓨터나 기계를 제어하고자 하

는 기술인데, 기계 학습은 뇌의 신경세포를 모방해 컴퓨

터가 인간의 뇌처럼 인지, 학습, 추론하는 인공지능기술

이다.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  수 

있는데 교사학습(Supervised learning), 비교사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이 그것이다. 교사학습은 

training data와 test data가 존재하여 training data로부

터 학습을 한 후 test data를 맞추는 학습방법이다. 반면

에 비교사학습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입력에 하여 정

확한 해답을 미리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에 한 연구  하나가 핀란드의 헬싱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based on Neighborhood Interaction Function for BCI(Brain-Computer Interfa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91

키 공과 학 (Helsinki Technology University) 의 튜보 

코호넨 (Teuvo Kohonen) 에 의해 제안되었다[8,9,10]. 코

호넨의 '자기조직화 (self-organizing)'은 backpropagation 

네트워크와는 달리 일반 인 계층 인 시스템이 아니며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네트워크의 첫 번째 층

은 입력층이고 두 번째 층은 경쟁층인데 2차원의 격자로 

되어있다. 모든 연결들은 첫 번째 층에서 두 번째 층의 

방향으로 되어 있으나 두 번째 층은 완  연결되어 있다. 

이 뉴런들은 경쟁층에서 고 도로 연결되어 있다. 코호

넨이 제안한 방법의 학습 철학은 '승자 독  (winner 

take all)' 이다. 승자만이 출력을 낼 수 있으며, 승자와 그

의 이웃들만이 그들의 연결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 

3. 상호작용함수 기반 BCI 학습

3.1 BCI 구현원리

BCI 구 은 뇌 측정, 뇌 분석(신호처리), 활용 등의 

과정을 거친다.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은 침습  방

법과 비침습  방법이 있다. 침습식은 두개강내뇌 , 국

소장 , 마이크로 극, 마이크로 극배열 등을 이용하

고 비침습식은 뇌 도, 뇌자도, 양 자단층촬 , 근 외

선분 , 기능 자기공명 상을 이용한다. 침습식은 두피

를 뚫고 뇌 피질 혹은 뇌 안에서 직  신호를 측정하기 

때문에 센서의 생체 합성이 요한 사항이 된다. 이는 

신호의 질과 시간/공간 해상도가 뛰어나다는 장 이 있

기는 하지만, 센서의 생체 합성  장기간 이식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디자인과 재질 그리고 신경조직을 상

하지 않으면서  력과 무선으로 동작 할 수 있는 극

에 한 연구가 요구 된다. 이에 반해, 비침습식은 잡음 

문제가 있어 신호의 질이 떨어지지만, 인체에 무해하고 

비과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4].

뇌 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 어떤 정보를 얻기 해

서는 뇌 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여러 주

수 역의 신호가 섞여 있는 복잡한 신호처리 과정을 거

쳐야 한다[13]. 주 수 역에 따라 델타 (0~4Hz), 세타

(4~8Hz), 알 (8~13Hz), 베타 (13~30Hz), 감마

(30~100Hz)로 나뉜다. 특별히 sensorimotor cortex 부근

에서 발생하는 8~12Hz를 mu wave라 하고 BCI에서 자주 

사용된다. 연구자마다 주 수 역을 조 씩 다르게 정

의하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뇌 의 주 수 특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원하는 주 수 역을 설정해

야 한다. 그림 1은 BCI의 신호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7].

자료 : Gerwin Schalk(2004)
[Fig. 1] Process of BCI

BCI 시스템은 기본 으로 학습과정과 피드백과정으

로 구성된다. 학습과정은 처리 단계, 특징 정보 추출 단

계와 분류 단계로 나뉜다. 

· 처리 단계 : 효율 인 BCI 시스템을 구성하기 해

서는 처리 과정을 수행하여 신뢰성 있는 뇌 를 수집

하여야 하며 이를 한 처리 과정으로는 자기상  함

수(Auto Correlation Function), 독립성분분석(ICA :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Band-Pass Filtering, 

Notch Filtering, 앙상블평균(Ensemble Averaging)등이 

있다.

·특징 정보 추출 단계 : 특징추출은 주어진 입력자료 

보다 은 차원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료를 분류하기 

한 특징을 충분히 포함하는 입력신호의 특징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많은 특징 추출 기법  BCI 분야 에서 리 

사용되어지는 특징추출 기법으로 자기회귀모델(AR : 

Auto Regressive Model), 워스펙트럼(Power Spectrum), 

효스 라미터(Hjorth Parameter), 주성분분석(PCA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선형 별분석(LDA : 

Linear Discriminant Analysis)등이 있다.

·분류 단계 : 특징 추출을 거친 뇌  신호는 실질 인 

기기 제어 등을 한 분석  분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양한 감각 기 을 통하여 달되는 정보를 처리, 분석, 



BCI(Brain-Computer Interface)에 적용 가능한 상호작용함수 기반 자율적 기계학습

29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Aug; 13(8): 289-294

종합하여 미리 정의된 특정 패턴들  어떤 부류에 속하

는지 별하는 기술이다. 생체 인식의 한 분야인 BCI 분

야에서 활용되어지는 기법으로는 은닉마르 코 모델

(HMM : Hidden Markov Models), Kalman Filter Model, 

다층신경회로망(Multi Layer Perceptron)등이 있다.

피드백 과정은 마우스커서 컨트롤, 휠체어 운 , 로  

팔의 제어 등의 구체  응용에 용한다. 그림 2는 BCI 

시스템의 흐름을 나타낸다[11].

[Fig. 2] BCI system[11]

3.2 상호작용 함수를 이용한 학습영역조정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의  맞추기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갓 태어난 아기가 시각 인 

자극을 보고 이해하기 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

도 가르쳐  수는 없다. 그러나 며칠 후 아기는 에 보

이는 자극과 물체  모양들을 서로 연 시키는 것을 자

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율 인  

신경망 모델을 비교사학습 개념을 이용하여 신경 생리학

인 시스템으로 모델링하고자 한다. 이를 해 기계학

습 시 승자뉴런을 결정하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역

을 조정하는 학습 역조정방법과 학습규칙에 해 코호

넨의 자기조직화 방법을 용하여 BCI 시스템의 학습방

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기조직화 기반 학습 역조정은 두 개의 

작동 모드를 가진다. 자기조직화 기반 학습은 한 번의 학

습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map이 만들어진다. training process

동안에 네트워크는 경쟁과정(competitive process)을 통

해 스스로를 조직화 한다. 이 네트워크는 second phase 

동안에 기 되는 벡터의 종류를 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많은 수의 입력벡터가 주어져야 한다. 그 지 않

으면 모든 입력벡터는 여러 차례 용되어야 한다. 하나

의 새로운 입력벡터가 네트워크상의 치를 빠르게 얻게 

되는 mapping process 동안에, 그 입력벡터는 자동 으

로 분류되고 범주로 나뉜다. 거기서는 가 치벡터가 입

력벡터에 가장 가까이 치하는 단 하나의 승리뉴런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식 (1)과 같이 입력벡터와 가 치벡

터 사이의 Euclidean distance를 계산하여 쉽게 결정될 

수 있다.

승자=min(∥입력 벡터 - 출력층 뉴런의 가중치∥)(1)

이를 해 각 뉴런은 연결강도 벡터와 입력벡터가 얼

마나 가까운가를 계산한다. 그리고 각 뉴런들은 학습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으려고 서로 경쟁하려는데 거리가 

가장 가까운 뉴런이 승리하게 된다. 이 승리뉴런이 출력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뉴런이다. 한 이 뉴런과 

이와 인 한 이웃 뉴런들만이 제시된 입력벡터에 하여 

학습이 허용된다. 이를 상호작용 함수를 이용한 학습

역조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웃 반경의 정확한 크기는 바로 인 한 뉴런들에게

만 해당되도록 제한될 필요는 없다. 이웃 반경의 크기는 

학습하는 도 에도 변할 수 있다. 처음에는 층내의 모든 

뉴런들을 포함하다가 차로 어들어 승자와 바로 인

한 뉴런들만이 포함된다. 이웃의 크기는 시간가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축소된다. 자기조직화 방법의 학

습 역조정방법은 층내에서 경쟁하는 측면제어를 사용

하며, 체 인 측면제어 효과는 멕시칸 모자와 유사하

다. 승리뉴런과 상호작용 함수에 의해 선택된 일정한 이

웃 집합 안에 있는 뉴런들에 해서는 측면 활성화

(activity)값이 존재하는데 이 값은 그림 3과 같이 멕시칸 

모자의 형태를 취하며 활성화 법칙은 식 (2)와 같다.

[Fig. 3] the side effect using interaction function

Ẏ     


 (2)

여기서 는 수 효과(leakage effect)를, 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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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사이의 측면 연결 가 치를 나타낸다. 

4. 자율적 기계학습규칙

승자 뉴런을 결정하고 난 후에는 학습 규칙에 따라 뉴

런의 연결강도를 조정해야 한다. 학습 법칙은 입력과 가

치간의 거리에 학습 상수를 곱해 으로써 반경 안에 

속하는 뉴런들의 가 치가 입력 패턴에 진 으로 가까

이 가는 형태를 취한다. 이에 한 자율  기계규칙은 식 

(3)과 같다. 

           ∈  
          ∈  (3)

여기서 는 입력 벡터, 는 출력층 뉴런 i의 

가 치, 는 이웃 집합, 는 학습 상수를 나타

낸다. 학습 상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 이득항(gain 

term)으로서 학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 감소하여 

출력층 뉴런 가 치들의 입력을 향한 유동을 완화시켜 

네트워크가 평형 상태(equilibrium state)에 도달하도록 

하는 역할이다. 

자기조직화 기반의 학습규칙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 연결 강도를 기화 한다. 

3개의 입력으로부터 M개의 출력 뉴런간의 연결 강도

를 작은 값의 임의의 값으로 기화 한다. 기의 이웃 

뉴런의 크기는 모든 뉴런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잡았다가 차 여 나간다. 

∙단계 2 : 새로운 입력 벡터를 제시한다. 

∙단계 3 : 입력 벡터와 모든 뉴런들 간의 거리를 계산

한다. 

입력 벡터와 모든 출력 뉴런 i간의 거리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는 시간 에서의 번째 입력 벡터이고, 

는  시간 에서 번째 입력 벡터와 번째 출력 

뉴런 사이의 연결 강도이다.  

∙단계 4 : 최소 거리에 있는 출력 뉴런을 선택한다.

거리를 나타내는 의 값  최소값을 갖는 출력 뉴런 

를 선택한다.

∙단계 5 : 뉴런 와 그 이웃 뉴런들 간의 연결 강도

를 재조정한다.

뉴런 와 그 이웃  집합 내의 뉴런들 간의 연결 강도

를 다음식과 같이 조정한다.

         

여기서 는 이웃 집합 내에 있는 뉴런이고 는 0에서 

N-1까지의 정수값이다.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 

이득항으로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 감수한다. 

∙단계 6 : 단계 2로 가서 반복 수행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비교사학습의 표 인 방법  하나인 코

호넨의 자기조직화 방법을 기반으로 BCI에 용 가능한 

자율  기계학습방법을 제안하 다. 이를 해 상호작용 

함수를 이용한 학습 역조정방법과 자율  기계학습규

칙을 제안하 으며, 학습 역조정과 기계학습은 코호넨

의 자기조직화 방법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함수에 의

한 측면제어효과를 이용하 다. 학습방법은 승자 뉴런을 

결정하고 난 후 학습 규칙에 따라 뉴런의 연결강도를 조

정하는 방법이다. 학습 법칙은 입력과 가 치간의 거리

에 학습 상수를 곱해 으로써 반경 안에 속하는 뉴런들

의 가 치가 입력 패턴에 진 으로 가까이 가는 형태

를 취한다. 학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 역이 차 

감소하여 출력층 뉴런들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학습을 

마칠 수 있는 자율  기계학습을 제안하 다.  뇌와 기계

를 연결하는 이러한 BCI 기술은 기존의 수동 기계장치와

는 달리 사람의 뇌 가 용된다는 에서 다양한 BCI 

응용분야에 용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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