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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의 정신적 피로는 인지능력 및 업무 수행능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의 
주요 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EEG 기반의 정신적 피로 판별을 위한 CNN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 상태
와 작업 상태에서의 뇌파를 수집하여 제안한 CNN 모델에 적용한 후 모델 성능을 분석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
은 모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오른손잡이 남학생들이며 평균 나이는 25.5세이다. 각 상태에서의 측정된 뇌파에 대해 스
펙트럼분석을 수행하였으며, CNN 모델의 입력데이터로써 원시 EEG 신호, 절대파워, 상대파워를 사용하여 CNN모델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알파대역 후두엽 위치의 상대파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모델정확도는 훈
련데이터 85.6%, 검증데이터 78.5%, 시험데이터 95.7%이다. 제안한 모델은 정신적 피로 판별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개발에 적용될 수 있다. 
주제어 : 정신적 피로, 뇌파, 스펙트럼 분석, 딥러닝, 합성곱신경망

Abstract  Individual mental fatigue not only reduces cognitive ability and work performance, but also 
becomes a major factor in large and small accidents occurring in daily life. In this paper, a CNN model 
for EEG-based mental fatigue discrimination was proposed. To this end, EEG in the resting state and 
task state were collected and applied to the proposed CNN model, and then the model performance 
was analyzed. All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were right-handed mal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y, with and average age of 25.5 years. Spectra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measured EEG in each state, and the performance of the CNN model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raw EEG, absolute power, and relative power as input data of the CNN model. As a result, the 
relative power of the occipital lobe position in the alpha band showed the best performance. The 
model accuracy is 85.6% for training data, 78.5% for validation, and 95.7% for test data. The proposed 
model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an automated system for mental fatigu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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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신적 피로는 장시간의 인지활동에 의해 정신적 각성 

상태와 일의 수행능력이 줄어드는 상태를 말한다[1]. 산
업 발전과 더불어 점점 육체적인 노동에 비해 정신적인 
노동이 증가해왔으며, 현대인에게 정신적 피로는 흔한 일
상이 되었다. 정신적 피로는 주의집중력 및 인지능력을 
떨어뜨리며 업무 수행능력을 저하시킨다[2].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로는 육체적 피로를 동반하지만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정신적 피로가 훨씬 더 중
요하다[3]. 

최근 심전도(EGC), 근전도(EMG), 안전도(EOG), 뇌파
(EEG) 등의 생리적 신호를 활용하여 정신적 피로를 평가
하여 판단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4-6]. 이러한 생
리적 신호는 정신적 피로가 나타나기 이전에 생리적 신
호의 변화가 시작되므로 정신적 피로를 평가하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신호들이다[7]. 특히 뇌파는 높은 시간해
상도를 가지는 장점 때문에 의학, 신경과학, 심리학 등 다
양한 응용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피로 수준, 정
신적 작업량, 기분 또는 감정 등 정서적 모니터링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도 사용되고 있다[8-10]. 

다양한 분야에서 EEG의 효용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EEG의 분석 및 처리에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EEG는 낮은 신호대잡음비(SNR)를 가진다[11]. 측
정된 뇌파는 눈 깜박임, 몸 움직임 등 다양한 잡음이 포
함되어 있으며, 측정된 신호에서 깨끗한 뇌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필터링 및 잡음제거 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EEG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불안정한 신호이다
[12]. 이것은 동일한 피험자에 대해 이전에 측정한 데이
터로 학습된 분류기가 다른 시간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
해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피험
자들간 변화가 매우 크다[13]. 이 현상은 개인 간의 생리
학적 차이로 발생하며, 일반화하려는 모델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역
별 접근방식을 포함한 처리 파이프라인이 주로 사용된다. 
처리 파이프라인은 측정된 뇌파의 잡음을 제거하고, 관련 
특징을 추출하며, 분류하는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이전 
연구에서 각 단계들은 전문가에 의해 수작업으로 진행되
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가의 잘못된 분석은 전체 
시스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EG 자동화 처
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실시간 감지 및 예측
시스템 구현이 가능해진다. 

최근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한 EEG 기반 연구들이 졸

음 탐지 분류 및 다양한 의학적 진단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몇 몇 연구들은 생체신호 분석 특히 이상감지 분야
에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
다. 순환신경망(RNNs), 장단기 메모리(LSTM), 오토인코
더(AE), 합성곱신경망(CNNs), 심층스택네트워크(DSNs) 
등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이 생체신호의 특징추출과 분류
에 적용되어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14,15]. 특히 
CNN은 높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며 이상감지에 따른 
생체신호 분류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16]. 
Zeng은 EEG로부터 운전자의 정신적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 CNN모델을 사용하였으며, Chaabene은 EEG로부
터 졸음탐지를 위해 CNN 모델을 사용하였다[17,18].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적 피로 판별을 위한 자동화시
스템 구축을 위한 EEG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정신적 피로 평
가를 위한 실험 환경 및 실험과정과 제안하는 CNN모델
에 대해 기술하고, 3장은 정신적 피로를 반영하는 주요 
특징과 제안한 CNN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며 마지막으
로 4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포함한다. 

2. 연구 방법
2.1 정신적 피로 판별시스템 

일반적인 EEG기반 정신적 피로 판별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잡음 제거를 위한 데이터 전처리, 
정신적 피로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징 추출과 피로 여부
를 판별하는 분류로 구성된다. Fig. 1은 정신적 피로 판
별시스템 전체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판별된 피로 여부 
정보는 다시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정신적 피로 판별 모델은 Fig. 2
와 같다.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원시 EEG 신
호 수집단계와 모델 분석단계이다. 신호수집 단계는 주로 
신호수집과 수집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으로 구성되며, 
모델 분석 단계는 제안한 딥러닝 모델을 통해 특징을 추
출하고 분류하여 피로 여부를 출력한다. 

Fig. 1. Architecture of mental fatigue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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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징 맵을 만든 후 특징 맵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분류
하는 인공신경망이다. 최근 CNN은 음성 및 이미지 인식 
분야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CNN의 이러한 특
징을 EEG 특징 추출 및 분류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피로 판별시스템을 위한 EEG 특
징추출 및 분류를 위해 CNN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6
은 제안한 CNN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CNN모델의 입력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EEG 데이터들이다. 제안
한 모델은 2개의 합성곱층과 2개의 풀링층을 거친 후 2
개의 배치정규화와 2개의 완전연결층을 거친다. 대부분
의 층들은 활성화함수로 ReLu를 사용하였다. 풀링과정
은 최대풀링을 사용하였으며,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 드
롭아웃 처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전체 데이터 집합의 
66%는 학습용, 17%는 검증용, 나머지 17%는 시험용 데
이터로 사용하였다. 제안 모델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텐서플로 2.5.0-rc, 케라스 2.5.0, 파이썬 3.9 이다.

Fig. 6. The structure of proposed CNN model  

Layer Num Type Output Shape Parameters
Layer1 Conv1D (None,58,3) 1503
Layer2 Batch Normalization (None,58,3) 12
Layer3 Dropout (None,58,3) 0
Layer4 MaxPooling1D (None,29,3) 0
Layer5 Conv1D (None,29,3) 4503
Layer6 Batch Normalization (None,29,3) 12
Layer7 Dropout (None,29,3) 0
Layer8 MaxPooling1D (None,14,3) 0
Layer9 Flatten (None,42) 0
Layer10 Dropout (None,42) 0
Layer11 Dense (None,8) 344
Layer12 Batch Normalization (None,8) 32
Layer13 Dropout (None,8) 0
Layer14 Dense (None,2) 18

Table 1. Summary of proposed CNN model

Table1 은 제안한 CNN모델을 요약한 것이다. 합성
곱층을 위한 필터 개수는 32, 커널사이즈는 58, 패딩은 
세임, 스트라이드는 1, 활성화함수는 relu로 하였으며, 
드롭아웃은 0.2, 제일 마지막 덴스층의 활성화함수는 시

그모이드를 사용하였다. 모델 학습을 위한 최적화 함수로 
Nadam을 사용하였으며 손실함수는 이진크로스 엔트로
피를 사용하였다. 

3. 결과 
3.1 스펙트럼 분석 

3.1.1 절대파워
본 연구는 CNN 모델의 입력데이터로 원시 EEG 신

호, 절대파워, 상대파워를 사용하였다. 특히 정신적 피로
를 반영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알려진 알파(8-13Hz)대역
의 절대파워와 상대파워를 이용하였다. 7은 산술연산을 
수행 할 때 전 채널에서의 알파대역 절대파워를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은 첫 시도이며, 아래 그림은 마지막 시도
이다. x 축은 채널이며, y축은 파워(μV2)값을 나타낸 것
이다. x 축 채널 순서는 P3, C3, F3, Fz, F4, C4, P4, 
Cz, Fp1, Fp2, T3, T5, O1, O2, F7, F8, T4, T6 이다. 
첫 시도에 비해 마지막 시도에서 전전두엽(Fp1, Fp2)과 
특히 후두엽(O2) 위치에서 알파 절대파워가 증가한다. 

Fig. 7. The absolute power of task state (a) first 
trial (b) final trail 

3.1.2 상대파워 
Fig. 8은 산술연산을 수행 할 때 전 채널에서의 알파

대역 상대파워를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은 첫 시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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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마지막 시도이다. 전반적으로 알파 상대파워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후두엽(O2) 위치
에서는 오히려 증가한다.

Fig. 8. The relative power of task state (a) first trial 
(b) final trail

딥러닝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들의 특성이 분명할수
록 모델 성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Fig. 9는 안정 상
태와 작업 상태간의 알파대역 절대파워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전두엽(Fp1, Fp2), 측두엽(T3, T4), 후두엽
(O1, O2) 위치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Fig. 10은 안정 
상태와 작업 상태간의 알파대역 상대파워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 채널에서 절대 파워 차이에 비해 상대파워 차
이가 크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첫 시도에 비해 오
히려 마지막 시도에서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절대파워 비교에서 큰 차이를 보인 후두엽(O1, O2), 
측두엽(T4) 위치의 경우 안정 상태에 비해 작업 상태의 
알파 상대파워가 더 크게 나타난다. 

Fig. 9. The difference of absolute power between 
resting state and task state 

Fig. 10. The difference of relative power between 
between resting state and task state  

3.2 딥러닝 모델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CNN 모델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척도로 손실과 정확도를 사용하였다. 손실은 결과 값과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작을수록 좋다. 손실함수로써 이진크
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였다. 정확도는 전체 개수 중 양
성을 양성이라 말하고 음성을 음성이라고 말한 개수의 
비율이다. 모델 정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1에 가깝고 높
을수록 정확도가 높다. Table2 는 CNN모델의 입력데이
터로써 원시 EEG 데이터, 알파대역 절대파워, 알파대역 
상대파워를 사용했을 때 제안한 CNN 모델의 성능을 나
타낸 것이다. Table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알파 상
대파워를 사용했을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이 경우 모델정확도는 훈련데이터는 85.6%, 검증데이터
는 78.5%, 시험데이터는 95.7%에 이른다. 원시 EEG와 
절대파워의 훈련데이터 정확도가 상대파워 훈련데이터 
정확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검증데이터, 시험데이터
의 손실과 정확도가 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절대
파워에 비해 상대파워를 입력데이터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안 모델이 보다 잘 동작함을 알 수 있다. 

Input data Data group Loss Accuracy

Raw EEG
Training 0.1216 0.9814
Validation 0.8012 0.50000
Testing 0.8285 0.50000

Absolute power
Training 0.3569 0.9250
Validation 1.9157 0.6286
Testing 2.0589 0.6142

Relative power
Training 0.3361 0.8562
Validation 0.5389 0.7857
Testing 0.2634 0.9571

Table 2. The accuracy and loss of CNN model by input 
dat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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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12, 13은 원시 EEG신호, 절대파워, 상대파워 
입력에 따른 CNN모델의 손실과 정확도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x축은 에포크 수이며, 좌측 세로축은 손실값, 우
측 세로축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Fig. 11. Accuracy and loss graph of raw EEG

Fig. 12. Accuracy and loss graph of absolute 
power

Fig. 13. Accuracy and loss graph of trelative power

4. 결론 
본 논문은 EEG 신호를 기반으로 정신적 피로를 판별

하는 CNN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 상태와 
작업 상태에서의 EEG 를 수집하고 스펙트럼 분석을 수
행하였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알파 대역 후두엽 위치

의 뇌파 활동과 정신적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특히 절대파워에 비해 상대파워가 정신적 피
로를 보다 잘 반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시 EEG, 절대파워, 상대파워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
여 제안한 CNN 모델에 적용하여 모델 성능을 비교 분석
하였다. 실험 결과, 원시 EEG와 절대파워에 비해 상대파
워 입력 시 훨씬 좋은 분류 성능을 나타내었다. 상대파워
가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용 데이터
의 정확도가 수렴되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측정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고 측정 데이터상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탓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측정 데
이터 수가 보다 충분히 확보되면 제안한 CNN 모델의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정신
적 피로에 초점을 두었다.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전도와 같은 자율
신경계 신호를 활용하여 다중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한 
피로 연구를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EEG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적 피로 판별 자
동화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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