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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헤드셋형 휴대용 뇌파 측정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뇌파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뇌파 신호의 주파수 분석을 통하
여 집중도 상태를 판별하는 시스템의 발명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구성은 뇌파측정전극을 부착시킨 헤드셋형 뇌파검
출센서부, 검출된 생체신호에서 뇌파신호만을 재검출하는 필터와 검출된 뇌파신호를 디지털화 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운
드카드의 레코드 입력범위에 맞도록 신호를 증폭 하는 뇌파측정앰프부, 디지털화된 뇌파신호의 주파수 분석과 뇌파성분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인 집중도와 안정도를 출력하는 뇌파신호분석부를 기본 구성으로 한다.
    

본 발명은 뇌파를 이용하여 집중도 및 안정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전극으로 인한 뇌파측정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뇌파 및 그 외의 생체신호를 게임기, 교육용학습기, 심신수련용 등의 타 응용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
을 제공한다. 또한 집중도와 안정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정신수양과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긍정적
인 효과를 준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뇌파, 헤드셋형 뇌파검출센서부, 뇌파측정앰프부, 뇌파신호분석부, 집중도, 안정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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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도는 본 발명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선도.

제 2 도는 헤드셋 타입의 뇌파검출센서부와 뇌파측정앰프부의 사시도.

제 3 도는 본 발명의 사용시의 하드웨어 구성도.

제 4 도는 본 발명의 소프트웨어 흐름선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뇌파신호를 간편하게 측정 및 분석하여 출력된 집중도와 안정도를 타응용 제품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였고, 사용자는 집중도와 안정도를 조절하는 마인드콘트롤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는 장비의 발명에 관한 것이다.

    
뇌파의 계측은 대뇌피질, 또는 머리표면에서 대뇌에서 발생되는 전위를 측정한 것으로써 측정 피험자의 상태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범위를 갖는 δ, θ, α, β파형을 나타낸다. δ파는 깊은 수면상태에 있을 때나 갓난아이에서 주로 나타나
며 4Hz 이하의 주파수대를 보이고, θ파는 4∼8Hz의 파형으로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거나 주위가 산만할 때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α파는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눈을 감고있는 상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8∼13Hz의 주파수를 포
함하며, β파는 13Hz 이상의 주파수로서 뇌의 활발한 활동에 의한 빠르고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뇌파를 응용한 사물을 제어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호주의 시드니 공대에서는 눈을 감을 
때 발생되는 알파파를 이용하여 스위치를 켜고 끄는 마인드 스위치를 연구하였으며 유럽과 미국의 공동연구 기관인 A
NNDEE(EEG-based Diagnosis of Neurological and Psychiatric Disorders by Artificial Neural Networks)에
서는 동작을 상상하면 두뇌의 운동영역에서 특정한 형태의 뮤파가 발생됨을 이용하여 이를 신경회로망을 통해 기계를 
동작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일본에서는 뇌파를 이용하여 모음과 자음을 구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음절, 단어를 구별하
는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의사전달 수단으로 뇌파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미국의 Salk 연구소와 Na
val Health Research Center에서는 뇌파의 파워 스펙트럼과 눈 깜박임을 통해 각성수준을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 중이
며, 미국의 벤처 기업인 IBVA에서는 자동차 경주게임에서 방향은 조이스틱으로, 속도는 뇌파로 조정하는 게임기를 개
발하였고 뇌파와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CD연주기를 작동시키는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자통신
연구소에서 BCI(brain computer interface) 과제를 통해 뇌파의 응용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으며, 국내특허 제20
00-0006629, 제2000-0006630에서는 뇌파를 이용한 두뇌 개발 전용 바이오 피드백 장비와 게임기를 제시하고 있
고 이를 위하여 다섯개의 전극이 부착된 헤드밴드를 이용하여 측정된 뇌파를 증폭기와 A/D변환기 및 시리얼 통신 모듈
을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인식하도록 하였고 뇌파를 실시간 분석하도록 구성되었다. 감성공학 분야에서는 뇌파를 감성측
정요소 중 하나로 선정하여 감성상태를 반영하는 여러 생체신호와 함께 정량적인 감성측정 연구에 중요한 필수 요소로
써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뇌파를 이용한 응용제품을 연구 또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뇌파 측정장비는 고가이며 주로 
의료용이므로 뇌파측정 채널수가 사용하고자 하는 뇌파측정 채널 수보다 많으며 게임 등의 타 응용제품에 손쉽게 사용
하기에는 착용감과 유동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대부분 한가지의 제품에만 사용이 가능한 전용제품이 대부분이다. 또한 
전원공급문제와 A/D변환을 위한 칩의 사용 및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장치들로 인하여 측정장비의 크기가 크며 가
격이 고가이다. 그리고 대부분 의료용은 뇌파신호 모니터링용이며 연구용 뇌파 장비는 실제 타제품에 응용 가능한 파라
미터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분석된 수치의 정확성과 신속성 면에서도 실제 상황에 이용될 수 있는 수준에 크게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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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헤드셋형 초소형 뇌파 측정기로 손쉽게 뇌파를 측정하고 집중도와 안정도
를 실시간으로 출력하여 게임 등의 타 응용제품에 손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1의 발명의 목적으로 하고 일
반 헤드셋의 기능을 모두 가지며 뇌파측정이 필요한 경우에 비구속적으로 뇌파를 측정하는 기능을 포함한 뇌파측정센
서 구현을 제2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초소형, 초저가형 뇌파장비 구형을 위하여 내부에 전원공급장치와 신호의 디지털
화를 위한 A/D칩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3의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간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헤드셋으로도 사용가능한 헤드셋
형 뇌파검출센서와 저가이면서 초소형 뇌파측정 앰프 및 뇌파 분석 알고리즘으로부터 집중도와 안정도를 타 응용에 이
용하기 쉽도록 발명한 헤드셋형 휴대용 뇌파 측정을 이용한 집중도 및 안정도 측정기에 관한 것이다.

이하, 도면을 참고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은 본 발명의 전체적인 블록선도로써 사용자로부터 집중도와 안정도를 출력하기까지의 구성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뇌파검출센서부(1)는 일반적인 헤드셋의 기능을 포함하면서 뇌파를 검출하도록 설계된 센서이며 뇌파측정앰프부(2)는 
뇌파 측정모드인지 일반 헤드셋 모드인지를 구분하는 선택스위치(3)와 뇌파를 검출 및 증폭하기 위한 차동즉폭기(4), 
측정된 뇌파로부터 분석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만을 걸러내는 아날로그필터(5)가 포함된다. 뇌파신호분석부(6)에는 
사운드카드 마이크 입력(7)과 뇌파 분석 알고리즘(8)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뇌파분석장비는 뇌파 분
석을 위하여 고가의 A/D변환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디지털화된 값을 직접 컴퓨터에서 인식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A/D
칩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한 후 시리얼 통신으로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발명
의 뇌파신호분석부(6)에서는 마이크로 들어온 음성신호를 티지털화 하는 사운드카드의 A/D칩을 이용하여 뇌파를 디지
털화 시키고 컴퓨터로 전송하는 작업을 한번에 해결하였다.
    

    
전원공급에 있어서 일반적인 뇌파장비 또는 뇌파 응용 장비의 경우 차동증폭기 및 필터와 증폭기의 구동을 위한 전원 
공급을 위하여 별도의 전원공급장치를 둔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전원공급을 프린트포트의 데이터버스로부터 5 V의 
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므로 별도의 전원 공급장치가 필요 없다. 또한 미리 지정해 놓은 뇌파 측정버튼을 누르면 프린
터포트의 데이터버스 중 1비트가 일정시간 동안 5 V로 유지되며 이는 뇌파측정앰프부(2)의 선택 스위치를 뇌파 측정
모드로 변환시켜 뇌파를 측정 및 분석하게 된다. 참고로 스위치는 일반적인 아날로그 스위치를 사용하였고 스위치 콘트
롤 입력으로 5 V가 들어오면 뇌파측정회로와 연결되고 0 V가 들어오면 마이크회로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용
자는 게임 또는 컴퓨터 작업등 특정작업을 수행하는 중에도 뇌파측정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집중도 및 안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 뇌파 측정버튼은 키보드의 특정키, 마우스, 조이스틱의 버튼과 같이 컴퓨터의 주변기기면 모두 
가능하다.
    

    
도2는 헤드셋 타입의 뇌파측정 센서부와 뇌파측정앰프부의 사시도이다. 먼저 헤드셋 타입의 뇌파측정센서부(1)에는 이
마 부분과 접촉하게 되는 부분에 3개의 전극(9)을 일렬로 배치시켰다. 일반적으로 뇌파 측정 방법에는 한 개의 기준전
극과 액티브 전극과의 전위차이를 측정하는 유니폴라 측정방법과 기준전극을 중심으로 각 액티브 전극간의 전위차이를 
측정하는 바이폴라 방식이 있다. 본 발명에서는 바이폴라 방식으로 뇌파를 측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가운데의 전극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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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전극이며 왼쪽과 오른쪽 전극은 액티브 전극이다. 3개의 전극은 스폰지 또는 탄성이 많은 고무류의 고정판(10)에 
고정하였다. 고정판은 전극을 이마에 일정압력으로 밀어주어 전극의 접촉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므로 뇌파 측정시 헤
드셋의 작은 움직임에 의한 노이즈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뇌파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크(11)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였고 장기 착용시 귀걸이 부분에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고무 등의 재질로 귀걸이 보호대
(12)를 만들었다. 또한 안정적으로 헤드셋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탄성이 있는 고정밴드(13)를 쉽게 붙이고 뗄 수 있도
록 하였다. 뇌파측정앰프(2)는 컴퓨터의 병렬포트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케이스 외부에 25pin connector를 부착하였고 
뇌파측정앰프에서 나오는 두 개의 잭(14)인 이어폰 전용잭과 마이크와 뇌파입력 겸용잭을 통하여 컴퓨터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도3은 사용자가 본 발명을 사용할 경우의 하드웨어 셋팅을 나타낸 것으로써 사용자는 뇌파측정센서(1)를 착용하고 뇌
파 측정 앰프부(2)를 컴퓨터의 병렬 포트와 연결하여 전원공급과 선택스위치(3)의 입력인 뇌파측정 버튼의 on/off 신
호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뇌파측정앰프부(2)로부터 나온 두개의 잭(14) 각각을 싸운드 카드의 이어폰입력과 마이크 입
력에 삽입 함으로 모든 하드웨어의 셋팅이 끝난다.

    
도4는 본 발명의 집중도와 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선도이다. 먼저 프로그램이 시작되
면 뇌파 분석 시간을 입력하게 된다(단계15). 만약 자세한 집중도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 뇌파 분석 시간을 5초 이상으
로 설정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3초에서 5초 사이로 설정하면 된다. 여기서 최하를 3초로 하는 이유는 뇌파의 주파수가 
낮으며 뇌파의 주파수 분석 결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뇌파 분석 시간 입력 후 프로그램은 뇌파 측정 스위치 버튼
의 on/off 여부를 측정하여(단계16) off 상태일 경우 마이크 사용 모드가 되어 음성신호만 사운드 카드의 마이크입력
으로 들어가게 되며(단계17) on 상태일 경우 병렬포트의 데이터 버스 중 한 비트를 통하여 입력된 뇌파 분석 시간만큼 
5 V 신호를 뇌파 측정 앰프부로 보내어(단계18) 뇌파 측정을 시작하고 측정된 뇌파를 사운드카드의 마이크입력으로 
보내어 아날로그 뇌파신호를 디지털화 시킨다(단계19). 뇌파는 알파, 베타파형을 얻기 위하여 주파수 스팩트럼변환을 
거치며(단계20) 이를 다시 알파1(8~10Hz), 알파2(10~12Hz), 베타1(12~14Hz), 베타2(14~16), 베타3(16~20)
파형의 주파수 파워값을 측정한다(단계21). 각각의 주파수 파워값은 집중도, 안정도 판정 알고리즘을 통하여(단계 22) 
집중도 및 안정도가 0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출력된다(단계23).
    

    
안정도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알파비(total알파파/total베타파)를 사용하였으며, 집중도는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로써 집중시 전체적인 알파비가 높아지면서 특별히 fast알파파 즉, 알파2대역이 알파1대역보다 주파수 파워값이 
커짐을 이용하였다. 안정도 및 집중도 알고리즘은 입력된 뇌파분석 시간(15)을 두 번 이상 측정하여 분석하며 처음 분
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음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안정도 판정 알고리즘은 초기에 측정된 알파비
를 기준으로 연이어 측정된 알파비가 증가하면 안정상태이며, 집중도 판정은 안정상태로 판정된 상태에서 알파2를 알파
1로 나눈 값이 점점 증가하면 집중상태로 판단하도록 하였고 베타1에서 베타3으로 값이 증가할수록 비집중 및 불안정
도가 높아짐으로 판단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본 발명은 일반 컴퓨터에 쉽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나 SMD타입의 칩 사용과 베터리형 구동방식으로 
구성하여 헤드셋 내부에 회로를 구현하면 더욱 작고 간편화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뇌파측정시 전극으로인한 구속력을 감소시키고 손쉽게 집중도 및 안정도를 측정하여 뇌파를 이용한 게임기, 
교육용 학습기, 심신수련용 등의 타 응용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제공하며 이를 이용한 사용자는 안정도와 
집중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뇌파가 아닌 심전도, 근전도, 피부전기신호, 온도 등의 
다른 생체신호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므로 본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되 각 신호의 측정 위치와 신호
의 주파수 대역만을 맞추어 줄 경우 근전도를 이용한 게임기, 근력테스터기, 심전도를 이용한 HRV(Heart Rate V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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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ity)측정기, 온도와 피부전기신호를 이용한 실시간 감성모니터링 시스템 등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마와 접촉하여 뇌파를 측정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헤드셋의 형태와 3개의 전극위치 및 고정밴드(13)를 포함한 뇌파검
출센서부의 특징을 가진 헤드셋형 뇌파측정 시스템.

청구항 2.

프린트포트의 데이터버스를 이용한 전원공급방법으로 별도의 전원공급장치가 필요없이 동작 가능한 뇌파측정앰프부(
2)를 포함한 뇌파측정시스템.

청구항 3.

프린터 포트의 데이터 버스를 이용한 스위치 조절을 통하여 마이크와 뇌파측정을 겸하여 사용할 수 있는 뇌파측정앰프
부(2)의 특징을 갖는 뇌파측정시스템.

청구항 4.

아날로그 뇌파신호를 사운드카드의 마이크 입력으로 보내어 아날로그 뇌파를 디지털화 시키는 뇌파측정앰프부를 이용
한 뇌파측정시스템.

청구항 5.

집중도 판별 알고리즘의 구현 방법;

본 발명의 알고리즘은 두 번 이상의 측정으로 이루어지며 집중도는 베타파에 대한 알파파의 비가 초기보다 증가하는 안
정 상태의 경우에서 알파2(10~12Hz)를 알파1(8~10Hz)으로 나눈 값이 점점 증가하면 집중상태로 판단하도록 한 알
고리즘 구현방법.

 - 5 -



공개특허 특2002-0068681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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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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