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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recurrent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detecting seizures among patients using

EEG signals. In the proposed method, data were mapped by image to preserve the spectral characteristics of the EEG

signal and the position of the electrode. After the spectral preprocessing, we input it into CNN and extracted the spatial

and temporal features without wavelet transform.

Results from the Children's Hospital of Bost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HB-MIT) dataset showed a

sensitivity of 90% and a false positive rate (FPR) of 0.85 per hour.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뇌파 신호를 이용하여 환자의 경련을 감지하는 순환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을 제안한다.

제안 된 방법은 뇌파 신호의 스펙트럼 특성과 전극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 영상으로 데이터를 매핑하여 처리하였다. 스펙트

럼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CNN에 입력하고 공간 및 시간 특성을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없이 추출하여 발작을

검출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보스턴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Bost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HB-MIT) 아동

병원의 데이터셋 결과는 시간당 0.85의 민감도와 90 %의 위양성 비율 (FPR)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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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인구의 1%가 앓고 있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병이다[1]. 뇌전증 발작은 예측이 불가능하

고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

들은 항상 신체손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독

립된 일상생활이 제한되어 개인의 삶의 질이 심각

하게 저하 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신경과 전문가들

은 뇌파를 통해 뇌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환자의 발작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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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경과 전문가들이 환자별로 매일 뇌파를

분석하는 일은 극심한 노동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 하기위해 자동으로 발작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이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일부 연구들은 뇌파로부터 수작업으로 특징들을

추출하여 발작을 검출하였다[2-4]. 그렇기 때문에

뇌파에서 수작업으로 특징들을 추출하여 발작을

검출하는 모델은 서로 다른 환자 사이에서 정확하

게 발작을 검출하기 어렵다.

최근의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 모델들은 수작업

으로 추출된 특징을 사용하는 모델보다 좋은 성능

을 보인다. 이에 따라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검출

하는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CNN과 RNN을 이용하

여 EEG 뇌파 신호 분류에 적용한다[5-10].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filter

를 사용하는 3D-CNN과 RNN을 결합하여 공간적,

시간적인 특성을 동시에 보존하며, 환자 사이에서

정확하게 발작을 검출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Ⅱ. 본론

1. 관련 연구

가. Deep Neural Network(DNN)

DNN은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

사이에 여러 개의 은닉층(hidden layer)들로 이뤄

진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이

다. 심층 신경망은 일반적인 인공신경망과 마찬가

지로 복잡한 비선형 관계(non-linear relationship)

들을 모델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체 식별 모델

을 위한 심층 신경망 구조에서는 각 물체가 영상의

기본적 요소들의 계층적 구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추가 계층들은 점진적으로 모여진 하위 계층

들의 특징들을 규합시킬 수 있다. 심층 신경망의

이러한 특징은, 비슷하게 수행된 인공신경망에 비

해 더 적은 수의 유닛(unit, node)들 만으로도 복잡

한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게 해준다.

나.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RNN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순차적인 정

보를 처리한다는 데 있다. 기존의 신경망 구조에서

는 모든 입력과 출력이 각각 독립적이라고 가정했

지만, 많은 경우에 이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한 예

로, 문장에서 다음에 나올 단어를 추측하고 싶다면

이전에 나온 단어들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RNN이 recurrent 하다고 불리는 이유는 동

일한 태스크를 한 시퀀스의 모든 요소마다 적용하

고, 출력 결과는 이전의 계산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RNN은

현재지 계산된 결과에 대한 “메모리”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RNN은 임의의

길이의 시퀀스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짧은 시퀀스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RNN은 많은 자연어처리 문제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현재 전세계에서 RNN의 여러 종류 중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LSTM으로, 위에서

살펴본 기본 RNN 구조에 비해 더 긴 시퀀스를 효

과적으로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다.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CNN은 최소한의 전처리(preprocess)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다계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s)의

한 종류이다. CNN은 하나 또는 여러개의 합성곱

계층과 그 위에 올려진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 계층

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중치와 통합 계층(pooling

layer)들을 추가로 활용한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CNN은 2차원 구조의 입력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다. 다른 딥 러닝 구조들과 비교해서, CNN

은 영상, 음성 분야 모두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CNN은 또한 표준 역전달을 통해 훈련될 수 있다.

CNN은 다른 피드포워드 인공신경망 기법들보다

쉽게 훈련되는 편이고 적은 수의 매개변수를 사용

한다는 이점이 있다. 최근 딥 러닝에서는 합성곱 심

층 신뢰 신경망(Convolutional Deep Belief Network,

CDBN)가 개발되었는데, 기존 CNN과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해서, 그림의 2차원 구조를 잘 이용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심층 신뢰 신경망(Deep Belief

Network, DBN)에서의 선훈련에 의한 장점도 취할

수 있다. CDBN은 다양한 영상과 신호 처리 기법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조를 제공하며 CIFAR

와 같은 표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여러 벤치마크

결과에 사용되고 있다.

2. Data sets

제안한 모델은 CHB-MIT Scalp EEG Database를

사용하여 발작 검출 성능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 데이터셋은 5명의 남자, 17명의 여자를 포함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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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processing process using EEG signals of

CHB-MIT dataset.

그림 1. CHB-MIT 데이터셋의 EGG 시그널을 사용한

전처리 과정

Fig. 2. Proposed CNN Architecture.

그림 2. 제안한 CNN 구조

Fig. 3. Proposed Classification Process.

그림 3. 제안한 분류 프로세스

하여 22명의 환자의 구성되어 있고, 환자별로 사용

한 전극의 수가 다르다. 뇌파신호는 256Hz로 샘플

링 하여 양극성 방식으로 뇌파 신호가 기록 되었

다. 모든 환자에 대해서 사용한 전극이 다소 차이

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18개의 전극을

같은 순서로 재배열하여 사용했다.

3. The Proposed Method

가. Pre-processing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기록된 뇌파의 30초

의 윈도우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다. 제안한 모델

의 입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3가지의 전처리 과

정을 거친다.

첫째는 기록된 뇌파신호를 중첩없이 30초 단위로

분해하여 라벨링을 한다.

둘째는 STFT(Short-Time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을 이용해 초 단위로 뇌파신호에서 주파수

특성을 추출했다. 발작은 일반적으로 30 Hz 이내에

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0Hz에서 30 Hz의 대역

폭을 사용하였다.

셋째는 우리는 전극의 공간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2D grid approximation of the montage[6] 방

식을 사용하여 2D image로 Mapping 했다.

2D image로 맵핑하는 것은 전극의 공간적인 위치

를 유지하여 전극 간의 spatial correlation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림 1은 앞에서 제시된 전처리 과

정을 보여준다. 맵핑된 2D image에서 전극 사이의

빈 공간은 0으로 채웠다. 제안한 모델의 입력 크기는

CHB-MIT 데이터셋의 경우 30 x 4 x 5 x 30(Time

samples Row x Column x Depth)을 사용했다.

나. 제안 모델의 구조

본 논문에서는 환자 간의 극도로 다양한 EEG

signal에서 발작을 검출하는 recurrent CNN의 구

조를 제안한다. recurrent CNN은 비디오 분석에서

는 2D filters를 사용하는 2D-CNN 달리 공간적 특

성뿐만 아니라 시간적 특성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여러 2D-CNN 구조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

다[11].

제안하는 recurrent CNN은 그림 2. 에서와 같이

전처리 과정에서 2D image로 mapping된 30 x 4 x

5 x 30 크기의 데이터를 입력 받아 1 x 2 x 1 x

30(Time samples Row x Column x Depth), 1 x 3

x 1 x 30, 1 x 4 x 1 x 30의 multi-scale의 filters

사용해 각기 다른 전극 간의 spatial-correlation을

추출했다. 각기 다른 conv filter에서 얻은 구조 맵은

Bidirectional GRU(Bidirectional Gated Recurrent

Unit)의 입력 값으로 사용했다.

GRU는 RNN기반의 셀의 한 종류로써, LSTM

(Long-Short Term Memory)에 비해 계산 복잡성이

낮아 연산속도가 빠른 장점을 가진다. Bidirectional

GRU는 양방향으로 연산한 결과를 결합하여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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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Sensitivity(%) FPR(per hour)

1 100 1.262

2 100 1.167

3 100 0.225

4 100 0.529

5 100 1.375

6 80 3.162

7 100 1.088

8 100 0.714

Patients Sensitivity(%) FPR(per hour)

9 100 2.442

10 100 0.058

11 100 0.4

12 70 0.269

13 75 0.939

14 25 0.074

15 90 0.205

16 50 2.526

17 100 2.364

18 100 0.189

19 100 0.065

20 100 0.172

21 100 0.091

22 100 0.094

23 100 0.286

24 0.94 0.667

방향에서 잃었던 정보를 일부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

며, 그림 3에서와 같이 convnet에 의해 추출된 30초

동안의 전극 간의 spatial-correlation 특징을 사용해

양방향의 시간적 변화를 고려한 특징을 추출한다.

다. 실험 디자인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학습 시 전체 환자에

서 한 명의 환자를 제외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제

외한 환자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을 전체 환자의 수만큼 반복하여 진행했

다. 이를 통해 학습에서 제외된 환자의 발작 검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우리는 제안

한 모델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hyper-parameter 값을 사용했다.

Batch size = 128

Optimizer = Adam

Learning rate = 0.001

Dropout = 0.3

Recurrent dropout = 0.3

Ⅲ. 결론

제안한 모델은 CHB-MIT Scalp EEG Database

를 이용해 학습하고 테스트했다. 이 데이터셋에서

는 평균 sensitivity는 91%, 시간당 false positive

rate은 0.85의 성능을 보였다. CHB EEG dataset의

환자 별 성능은 표 1에 제시했다.

제안한 모델은 cross-patient detector 방식의 테

스트 방법을 이용하여 성능을 비교했다. 표 2에 결

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 Result for CHB-MIT Scalp EEG dataset.

표 1. CHB-MIT Scalp EEG 데이터셋 결과

Table 2. Performance of seizure detection method.

표 2. 발작 검출 성능

Seizure Detection
Algorithms

Sensitivity
(%)

FPR
(per hour)

Thodoroff et al. [9] 85 0.8

Proposed Method 90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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