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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phy (QEEG) has been widely used in research and clinical fields.
QEEG has been widely used to objectively document cerebral changes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electrophysiological biomarkers across various clinical symptoms and for the stimulation of
specific cortical regions associated with cognitive function. In electroencephalography (EEG), the
difference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is discriminated not by its measurement methods
and relevant clinical or research environments, but by its analysis methods. When performing a
qualitative analysis, it is possible for a medical technologist or experienced researchers to read the
EEG waveforms to exclude artifacts. However, the quantitative analysis is still based on
mathematical modeling, and all EEG data are included for the analysis, leading the results to be
affected by unexpected artifacts. In the hospital setting, the case that the medical technologists in
charge of the EEG test perform academic research has been little reported, compared to other clinical
physiological measurement-based research. This is because there are few laboratories specialized
in clinical physiological research.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basic
reference material for medical technologists, students, and academic researchers, all of whom
would like to conduct a quant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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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는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뇌파, 수면다원검사(polysomno-

서 론

graphy), 유발전위검사(evoked potential), 사건 유발전위검
사(event relative potential)가 있으며 최근에는 자기장의 원

전기 생리학적 신호의 측정은 동물 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기
록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인간의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여 활동

리를 이용한 뇌 자기도(magnetoencephalography)가 있다
[1-3].

전위를 기록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뇌파(electroence-

측정된 생체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은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phalography)는 침습적 및 비 침습적 전극을 이용하여 뇌의 전

분석이 있다. 정성적 분석은 뇌파가 시작된 시기부터 사용된 방

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모든 분야를 이야기 한다. 이러한 뇌파의

법으로 기록 전극과 기준전극간의 전위 차이를 종이에 기록하여
비정상 파형을 눈으로 찾는 분석이다.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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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종이에서 모니터 바뀌었다.
정량적 분석은 컴퓨터가 상용화된 이후 개발된 방법으로 데
이터화 된 뇌파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발전위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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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발전위검사에서 수십 및 수백 번의 자극 및 사건을 제시

리학 등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많은 연구들이 이뤄지지 못하는

된 후 시간의 기준으로 이후에 나타나는 같은 시간대의 데이터

이유는 정량적 분석적 방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기

를 평균하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파형의 형태, 진폭, 잠복기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는 면허증 취득을

수치를 얻는 것이다. 뇌파는 주파수 단위로 세부 영역(band)을

위한 검사의 일반적인 내용과 측정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있지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등으로 설정하여 푸리에 변환(fast

만, 대학원 과정에서 임상생리학 연구를 할 수 있는 실험실이 부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하여 수치화 할 수 있다. 정량적 분

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뇌파 장비에서 제공하는 전

석은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는 한계에 도달하여 더딘 성장이 있

용 소프트웨어로는 연구의 목적이 맞게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었지만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뇌 맵핑, 뇌파의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접근에 제한점이 있다. 왜냐하면, 정

지형도, 주파수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4-7].

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사용

모니터를 통하여 파형의 형태를 눈으로 찾아보는 정성적 분

법에 대해서도 익숙해 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석 방법에서의 한계점이 있다. 그것은 잡파와 뇌파가 혼합되어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에서 ‘Electrophysiology’로 제목을

사람의 눈으로는 뇌파와 잡파를 감별하기 어려운 파형이나, 실

검색한 결과, 1982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88편의 논문

수로 중요한 파형을(예: 극파, 예파 등)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이 발간되었으며, 그 중에서 ‘뇌파’를 주제로 한 연구는 8편 밖에

보완하기 위해 비 정상 파형을 자동으로 찾아 줄 수 있는 목적으

되지 않아 굉장히 적은 논문의 수가 이러한 주장을 간접적으로

로 정성적 분석에 정량적 방법이 적용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뒷받침하고 있다[20, 21].

[8, 9]. 따라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함께 이용한다면

뇌파 및 뇌자도, 사건유발전위의 측정 시 지켜지고 숙지해야

중요한 파형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는 에러를 줄일 수 있다. 예

할 내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논문들은 주기적으로 나

를 들면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정량적 분석의 방법을 이용한 수

오고 있다. 하지만, 뇌파 분석을 시작하는 단계의 연구자들을 위

면 단계를 판단하는 초기 분석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줄여 줄

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어서 [22-24], 측정이나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10].

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상에서의 정량적 뇌파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뇌파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환자들의 이마엽의

석의 큰 틀에서의 차이점은 없지만, 잡파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절대값 세파타 증가 상대값 베타파 감소 또는 전반적인 절대값

서 정성적 뇌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

배타파가 증가 하였으며, 2015년 Steven의 연구에 의하면 이마

하면, 정성적 뇌파는 판독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잡파라고 생

엽의 세타/베타 비율을 이용한 진단에서 정확도는 61∼88%로

각하는 부위는 무시할 수 있지만, 정량적 뇌파에서는 모든 내용

나타났으며, 미국 식약청에서도 뇌파의 세타/베타 비율이 주의

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량적 분석은 측정자의 눈에 보

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진단에

이지 않는 영역까지 분석하는 것으로서 기록 전 설정과 측정하

도움이 되는 지표로 인정되었다[11-14].

는 장비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고려하여 정성적 분석

불안장애에서는 정상인보다 머리의 전체적인 부위에서 절대
값 베타파가 증가 하며, 우울장애 등의 환자는 정상인보다 머리

에 비해서 더 넓은 저장 영역과 적극적인 잡파의 제거 능력을 필
요로 한다.

의 전반적 서파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15]. 또한, 뇌-컴퓨터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뇌파의 정량적 분석을 하기 위해 측

인터페이스 기술, 신경과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질환에

정하기 전에 장비의 설정 단계에서부터 측정을 끝내는 단계까지

서 자기공명영상과 뇌파를 동시에 측정하여 비교하는 등 의료

뇌파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꼭 알아야

및 공학적인 많은 분야에서도 대뇌의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할 기본적인 내용과 각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하는

데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6-19].

것이다. 정량적 분석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는 없지만, 본

임상의 경우 신경과 및 신경외과 등에서 정성적 분석의 뇌파
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결과의 객관성 및 통계적 유의성을 입
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임상병리사는 임상생리학 분야의 검사전문가로서 병원에서
오래 전부터 뇌파 측정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생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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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뇌파 연구에서 임상병리사들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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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여 전극의 스폰지를 적혀 사용하는 습식 뇌파 장비도 있다
(Figure 2A, B). 그러한 장비는 잠깐 쉬는 시간에도 주기적으로

1. 뇌파 기록 전
1) 전극

수분을 공급하여 스폰지 및 두피의 주위가 마르지 않도록 노력
해야한다[25].

뇌파 전극의 부착은 국제 표준 10-20 전극배치법을 많이 사

다양한 전극의 구성은 많은 몽타주를 변경시킬 수 있는 장점

용하고 있으며, 임상의가 중요한 위치에 전극을 추가할 수도 있

이 있다. 일부 분석에서는 Cz (central zero)만을 기준전극으로

다. 일반적으로 20∼30개의 기록 전극 및 기준 전극으로 사용한

사용하거나, 좌측 또는 우측 귓볼에서만 기준 전극을 기록하는

다. 전극을 부착하기 전 두피에 있는 기름 성분과 각질 및 이물질

경우도 있다[26].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뇌파 장비에서 많은

을 제거하여 전극과 두피의 사이의 접촉 저항을 줄이는 과정이

채널의 입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편향될 수 있는 단점

필요하다. 전용 크림과 면봉을 이용하여 전극풀이 붙여질 부위

이 있다. 하지만, 전극 접속기에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기준 기록

를 머리카락의 방향으로 두피가 완전히 제치고 2 cm 정도 반경

을 양측 귓볼 등 다양한 부위를 기록하면 이후 분석에서도 유용

을 여러 번 긁어서 닦아준다.

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후 머리카락을 양쪽 방향으로 정리하고 전기 전도성을 높

특히 전처리 과정에서 눈동자 움직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전

이는 전극풀을 두피에 바르고 그 위에 전극을 부착한 다음, 거즈

극을 추가한다면 눈의 움직임만을 제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나 종이를 사용하여 전극 위에서 아래로 눌러 두피에 고정시켜

수 있다[26]. 따라서, 전극 접속기에서 입력 전극의 개수가 충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두피와 전극의 간격을 줄여 전극

하다면 다양한 기준 전극은 될 수 있는 많은 곳에서 뇌파 데이터

이 두피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밀착되어 안정적으로 신

를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를 측정하고 잡파가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

정성적 뇌파 분석의 경우 전극의 개수는 10-20 시스템의 경

다(Figure 1A, B). 그러나, 측정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두피의 기

우 30개 정도이고, 10-10 시스템의 경우 약 70여개의 전극을

름 및 각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전극

사용하지만, 정량적 뇌파 분석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는 정성적

풀을 머리에 바르고 전극을 부착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이다.

검사의 전극보다 적게 사용되기도 하지만[27], 대부분 65개의

위에 설명한 모든 과정은 높은 주파수(30 Hz 이상)의 잡파를

전극을 사용하고 있으며, 좀더 세밀한 위치를 분석하고자 할 경

측정 전, 중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극 부착 후 장비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극과 두피의 저항을 측정하
여 0.1∼10 k 사이에 들어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 최
근에는 크림 형태의 전극풀을 사용하지 않고 물에 용매들을 녹

Figure 1. Comparison of (A) EEG signals with line noise at parietal
regions and (B) those after electrical noise removal.

Figure 2. Illustration of (A) high density 65-channel EEG sensor net
prepared with wet electrolyte which is a solution of water, potassium
chloride, and baby shampoo and (B) individual Ag/AgCl electrode and
potassium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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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56개의 전극까지 사용되고 있다. 정량적 뇌파는 대부분 많
은 전극을 사용하고 있어서 검사자가 전극을 하나씩 붙이기 보
다는 모자형 전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비율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표본화 비율의 크기는 분석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나
타내기도 한다. 뇌파 신호는 전극을 통하여 컴퓨터로 저장되는

모자형 전극을 사용하기 위해 젤리형 전극풀을 사용할 때 주

데 이를 위해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

의점이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젤리형 전극풀은 냉장의 온도

에서 표본화 비율이 적용되며, 분석할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

에서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주입을 하

으로 기록되어야만 원 신호와 가장 비슷하게 디지털 신호로 복

고자 할 경우에는 냉장보관을 해야한다. 둘째, 대부분 끝이 날카

원할 수 있다. 이것을 ‘샤논의 표본화 정리’ (Shannon sampling

롭지 않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시키는데 시간이 지나면 물처

theorem)이라고 한다(Figure 4). 또한 이러한 원 신호로 복원

럼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극풀 보다 소량이 사용된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본화 비율을 ‘나이퀴스트 주파수(Nyquist

셋째, 전극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젤리형 전극풀의 과도하게

frequency)’라고 하며, 신호 주파수의 2배가 되지 않을 경우 나

사용하게 되면 전극과 전극이 서로 연결되는 브릿지 현상이 나

타나는 신호의 왜곡현상이 나타나며 이것을 ‘위 신호 현상

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모자형 전극을 벗기고

(aliasing phenomenon)’이라고 한다[28].

알코솜을 이용하여 전극풀을 닦아내고 새로운 모자를 준비하여
좀 더 소량의 전극풀을 사용해야 한다(Figure 3A, B).

3) 필터
필터는 주파수 단위를 사용하여 차단과 통과 필터가 있으며,

2) 표본화 비율 설정

차단과 통과를 이용하여 영역 필터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뇌파

표본화 비율은 1초의 단위시간당 데이터를 기록하는 횟수를

에서 사용되고 있는 필터는 유한한 임펄스 반응 필터로서 파형

의미한다. 컴퓨터는 비트(binary digit)라는 최소 단위를 사용

의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노치 필터는

하여 0과 1로 이루어진 2진수로 기록하게 되고, 8비트를 모아서

1 Hz 단위의 특정 주파수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며 대부

1바이트(byte)라고 하고 이를 정보 표현을 위한 기본단위로서

분 60 Hz 단위의 교류전류를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60

사용한다. 뇌파장비마다 다양한 표본화 비율의 설정 기능을 지

Hz, 120 Hz, 180 Hz, 240 Hz의 단위로 들어오게 된다(Figure

원하며, 8의 배수, 즉 128 Hz, 256 Hz, 512 Hz 등으로 설정되

5).

어 있거나, 200 Hz, 250 Hz, 500 Hz 등과 같이 간단한 값으로

뇌파장비에서 측정 가능한 주파수의 허용 범위는 뇌파장비마

설정되며, 3,000 Hz 이상의 높은 표본화 비율을 제공하기도 한

다 다르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의 뇌파 장비는 1 Hz

다. 표본화 비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단위시간당 저장해야 하는

부터 100 Hz까지만 기록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적으로 설계되

표본의 수가 증가하여 데이터 저장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 있고, B라는 회사의 뇌파 장비는 0 Hz 부터 1,000 Hz까지 기

주기적인 데이터의 백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데

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하는 장비의 주파

이터의 전송속도가 빠르고 용량도 크며, 휴대성도 좋은 저장장

수 범위를 확인하여 최대의 주파수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치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 뇌파장비에서 허용하는 최대 표본화

기록되고 있는 필터가 화면에 설정된 필터의 범위가 같은 것인
지, 화면에 보여지는 필터의 범위와 기록하는 필터의 범위가 다
른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일부 뇌파장
비에서는 두 개의 필터가 서로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잡파의 영향없이 순수하게 뇌파만을 측정하는 것이

Figure 3. Illustration of (A) gel-based 65-channel EEG cap with dry
electrodes and (B) conductive gel, syringe, and blunt needle for ge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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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xample of aliasing problem that arises from sampling in
aliased ‘blue’ signal with lower sampling rate than ‘red’ signal with
a sampling rate of more than 10.5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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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ower spectral density across
all channels in frequency range from 0
to 200 Hz showing prominent line noise
peaks at 60, 120, and 180 Hz.

극선 및 뇌파 전원선의 정리, 다른 의료 장비의 전원선 분리, 두
피의 청결, 전극의 적절한 부착 상태 등의 방법을 통해 필터를 이
용하지 않고 교류전압을 제거할 수도 있으므로, 측정 환경 및 대
상자의 두피 상태 등 주변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잡파를 제거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성적 분석에서의 필터의 세팅은 0.5∼70 Hz의 영역 필터,
너치 필터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고 영역 통과 필터를 70 Hz에서 약 100 Hz로 높여서
측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것은 정성적 분석을 위한 측정을 하
였지만, 이후에 정량적 분석을 위함이다.
4) 대상자의 상태 및 자세
Figure 6. Recliner chair in which patients are instructed to remain
as comfortable as possible during quantitative EEG recording by
adjusting its sitting position.

정량적 분석을 목표로 하는 경우 대상자는 대부분 검사자의
지시에 잘 따를 수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고 있는 상태와 눈을 감
고 있는 상태를 편안한 상태로 판단하여 측정을 한다. 정성적 검

가장 좋은 검사이며, 잡파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사처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지

고 검사하는 올바른 방식은 다음과 같다. 뇌파 측정 시 설정하는

않는다. 따라서, 측정 장소는 침대 보다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필터의 값은 넓은 주파수 영역의 파형이 기록될 수 있도록 저 영

의자에서 많이 측정을 하고 있으며 광자극, 과호흡, 수면과 같은

역 통과 필터는 최대한 낮추고 고 영역 차단 필터는 최대한 높게

비정상 파형의 유발을 시키는 과제보다는 기억력, 암산과 같은

설정하며, 노치 필터는 설정하지 않고 뇌파를 측정한다. 이러한

인지 과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방식의 필터 설정을 할 경우, 뇌파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안 뇌파

정량적 뇌파에서 대상자가 편하게 될 수 있는 상태는 매우 중

와 잡파가 모두 잘 나타나기 때문에 잡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요하다. 왜냐하면, 불편한 자세에서는 얼굴 및 목 주위의 근육이

잡파를 구분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터를 많

수축하여 고 주파수의 잡파를 유발하여 뇌파에 잡파가 혼입되기

이 이용하여 잡파를 제거한 상태에서 기록하면, 데이터를 분석

때문이다. 따라서 정량적 뇌파에서 사용되는 의자는 대상자의

하는 과정에서 측정 시 보지 못했던 잡파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

다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고, 목과 승모근 부위

할 수 있으며, 측정 시 적용된 필터가 잡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에 쿠션이 있어서 고개가 살짝 올라가며 후두부 주위에는 부드

이 아닌, 줄여주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검사자는 뇌파 전

러운 수건 등으로 전극이 많이 이동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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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 좋다(Figure 6).

고 있지만 느리게 눈동자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눈을 감고 있는 편안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들이 졸린 상태에

다(Figure 7C). 따라서 대상자로 하여금 눈동자를 동일한 위치

있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인 정량적 뇌파는 각성 상태를 측정하

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제할

기 때문에 검사자는 대상자의 뇌파에서 알파파가 서서히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두정부 및 후두부에서 높은 주파수의

고 중심부 주위에 세타파의 느린 파형이 나타난다면 기록을 중

파형이 관찰되는 것은 전극의 부착 위치에 교류전류가 들어오는

단하고 대상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스트레칭 등으로 졸리지 않

것으로 볼 수 있다(Figure 1A). 이는 모자형 전극을 사용할 경우

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과제 수행 시 뇌파의

에 특히 자주 관찰된다. 머리 모양은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으로 각성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

에 두정부 및 후두부에서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우 중요하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자가 불편하여 목과 승모근의 근
육이 긴장을 하게 되면, 근전도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측정 전 편

2. 뇌파의 기록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측

안한 자세를 찾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정자는 뇌파를 측정하면서 함께 기록되는 잡파를 파악하고 제거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대로 측정자가 잡파 제거를 위하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징적인 잡파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잡파가 혼입

다음과 같다. 첫째, 측두엽에 높은 주파수의 파형이 관찰되면,

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

대상자가 턱 주위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대상

안하고자 한다. 첫째, 추가적인 접지를 사용하여 뇌파로 들어오

자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입을 살짝 벌리도록 유도한다.

는 교류전류를 다른 쪽으로 유도한다. 둘째, 베터리가 내장되어

또한, 전극의 위치를 변경 가능하다면 현재의 위치보다 위쪽으

있는 뇌파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측정 전에 전원선을

로 살짝 변경하면 잡파의 근원지에서 멀어져 잡파의 영향을 덜

분리하고 내장된 배터리의 전력을 이용하여 측정을 진행한다.

받게 된다. 그리고, 전극의 불량 상태를 확인하고 전극과 두피 간

셋째, 두피에 전극을 부착한 후에는 전극의 선들을 대상자의 몸

저항을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Figure 7A). 둘째, 눈을 감고

에서 붙어 있지 않도록 하고 가지런하게 정리를 한 다음, 전극 상

있거나 뜨고 있는 상태에서 이마엽에서 높은 주파수가 관찰되

자를 대상자와 최대한 멀리 떨어뜨림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

면, 대상자의 눈썹이 들어 올려진 상태이거나 눈과 이마에 근육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기적인 원인으로 인해 높은 주파수의 잡

의 수축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눈과 이

파가 들어 온다면, 측정자는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잡파가

마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안대를 씌워 조명의 빛을 줄여주는

들어 오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방법도 있다(Figure 7B). 셋째,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이마엽

한다.

에서 느린 주파수의 파형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눈을 감

측정 과정 중에 제거되지 못한 잡파로 인하여 많은 구간을 분

Figure 7. Example of possible EEG
artifacts with EMG artifacts of (A) temporalis muscles (jaw clenching and
teeth squeezing), (B) frontalis muscles
(raising eyebrows), and non-EMG artifact
of (C) eye blink and eye movements
represented by slow wave in eyeclosed resti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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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Heat maps, topographical
distribution, and event-related potential
(ERP) waveforms: plots of (A) all amplitude and latency variations in average
ERP waveform and (B) separate ERP
waveforms at frontocentral zero electrode
(FCz).

석에서 제외시킨다면, 충분한 뇌파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게

파수 범위로 설정하고, 저 영역 통과 필터, 고 영역 차단 필터, 노

만들므로, 측정 전에 의료진 및 연구진과 미리 논의를 거쳐서 충

치 필터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의 선택을 하지 않는 것

분한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5분 이상 측정하는

을 권장한다. 둘째, 표본화 비율은 뇌파장비에서 지원하는 것 중

것이 적절하다. 더 나아가 보다 복잡한 실험 조건을 할당하고, 다

가장 높은 것으로 선택하여 추후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

양한 과제 및 자극들을 적용해야 한다면, 각 과제별로 데이터를

과물의 양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뇌파장비

따로 저장하고 과제 간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이

에서 국제 표준 10-20 전극배치법을 적용하고 이외에 전극을

전 과제수행이나 과제 내에서 제시된 자극에 의해 나타난 반응

추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기준 전극 및 눈동자 움직임 감지

이 다음 과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휴식시간

전극을 추가로 사용한다. 더 많은 전극을 사용할수록 전처리 과

없이 연속해서 측정할 경우, 자극과 반응에 대한 정확한 구간의

정에서 잡파와 뇌파 간의 구별이 용이하고 다양한 몽타주로 변

분리가 힘들어 데이터 분석에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품질의 데이터는 다양한 수학적 이
론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대뇌 피질의 유의한 변화의 특

3. 사건 유발 전위 및 유발 전위의 측정

이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4].

사건 유발 전위는 인지기능과 관련된 실험에 사용되며, 유발

정량적 뇌파에 대한 설명과 잡파의 제거에 대해서는 논문과

전위는 말초 부위에 전기 및 시각 자극을 이용하여 머리의 특정

교과서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며, 뇌파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

부위에서 파형을 측정한다[29, 30]. 그리고, 이러한 검사들은

고 있는 컴퓨터 언어인 매트랩(MATLAB, MathWorks, USA)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파형을 제시한다. 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정량적 분석과 잡파들을 편리하게 제거

건 유발 전위 및 유발의 전위의 기록은 사건(시각 및 청각)이 발

하기 위해서 제작된 툴 박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13, 35-37]. 하

생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백 ms후에 나타나는 파형의 진폭, 간격

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잡파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에 대하여 약 100회 이상의 파형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수백

잡파를 제거해 보면 완전한 제거가 아니고 크기를 줄이는 정도

ms 전에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교한다(Figure 8A) [31-33].

이기 때문에 측정 중에 검사자가 직접 잡파를 제거하는 것이 가

만약 이러한 측정을 하고 있는 중에 검사자가 잡파를 제거하

장 이상적인 뇌파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기 위해서 전극을 만지는 등의 파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이전에 제시된 뇌파에 대한 가이드 라인들의 내용을 보면 전

한다면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를 중단 후

극의 종류와 위치, 검사자의 최소한의 기술적 능력, 몽타주의 사

잡파를 제거하고 다시 측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반복적인 자극

용, 소아의 뇌파, 뇌사 뇌파, 레포트, 잡파의 종류(근전도, 안구

의 중단은 대상자가 사건 및 자극에 대해 익숙해져서 반응 파형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정성적 뇌파에 초

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실행해야 한다(Figure 8B).

점을 맞춰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책에도 있는 내용과 비슷해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

결 론

분은 제한적이다[26-28, 38, 39].
뇌파 데이터의 품질은 분석을 할 수 있는 최종 대상자의 수를

정량적 뇌파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 전 설정 및 확인해야 할 부

결정한다. 전처리 과정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잡파를 제거

분부터 측정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요약하면 첫째, 측

하지 못 한다면 분석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최종 대상자의 수가

정 전 측정에 대한 설정은 뇌파장비에서 가용한 최대한 넓은 주

줄어 든다. 이처럼 이상적인 뇌파 데이터는 총 대상자의 수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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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뇌파 데이터의

판독하는 사람이 잡파를 제외시키고 볼 수 있지만 정량적 분석

불량으로 인해 대상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지금까지도 모든 뇌파

은 수학적 모델링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분

연구들의 공통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얻

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잡파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 병원에

기 위한 노력 보다는 측정이 종료된 시점에서 잡파를 제거하는

서 임상생리학적 검사인 뇌파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들이 뇌파

노력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9, 10, 27]. 그 이유

를 이용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아주 드물다. 이러한 현상

는 잡파를 측정과 동시에 제거하는 것은 많은 경력과 노하우를

은 임상검사과학 분야 중에 임상생리학적 검사에서 두드러지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타난다. 왜냐하면 현재 대학에서 임상생리학을 연구하는 실

다.

험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본 저자의 목적은 정량적 분석을 하

뇌파의 정량적 분석은 컴퓨터 언어를 기반으로 수학적 지식

고자 하는 임상병리사,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앞

을 기반으로 전자 공학 및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더 깊게 공

으로 뇌파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

부하고 다양한 분석에 대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0, 28, 34,

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많은 대학에서 임상생리학 실험실이 생

35, 37, 40, 41].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뇌파 변화에 대해서

겨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

이해력이 떨어지며, 데이터에서 프로그래밍화 하는 것에 초점

해 본다.

을 두고 있다.
임상생리학 분야에서 많은 주제가 나오지 않는 것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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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의료기사가 측정 방법과 분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
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관련된 학문은 전자공학 및 의공학이다. 전자공
학 및 의공학은 임상병리사가 접근하기에는 많은 공학적 지식의
부족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뇌파를 주제
로 함께 연구하는데 있어 임상적 지식은 큰 장점으로 임상병리
사들의 접근의 가능성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임상병리사는 임상에서 뇌파를 측정하면서 나타나는 수 많은
잡파들과 싸우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자를 측정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분석에도 참여한다면
지금 뇌파를 분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이슈가 될 것
이며, 앞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내용이 뇌파 분석에 관심이 있거나 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르
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요 약
정량적 뇌파는 연구와 임상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어
다양한 임상적 증상과 인지기능의 자극 및 과제에 따른 대뇌의
생물학적인 바이오 마커를 규명하는 등 대뇌의 변화를 객관적으
로 증명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뇌파에서 정량적 분
석과 정성적 분석은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 방법
과 환경이 비슷하지만 한편으론 다르다. 정성적 분석은 뇌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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