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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기 리듬과 일주기 유형이

경두개 직류전기자극에 의한 뇌기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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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두개 직류전기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은 지각, 인지, 운동 등의 뇌기능 향상 및 

발달 효과가 입증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및 응용되는 비침습적 뇌자극술이다. tDCS 효과는 뇌의 해부

학적 구조, 뇌의 노화 정도 등의 뇌신경활성화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다.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은 대략 하루 주기의 수면과 각성의 생리적 변화패턴을 의미하며 뇌신경활

성화 상태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주기 유형(chronotype)은 하루 중에 발현되는 각성도의 

크기에 따라 아침의 각성도가 큰 유형은 아침형으로 저녁의 각성도가 큰 유형은 저녁형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일주기 리듬에 의해 변하는 뇌기능 특징이 tDCS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총 20

명의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참가자들은 일주기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아침형-저녁형 

설문지에 의해 주간형(아침형, 중간형)과 야간형(저녁형)으로 분류했다. 본 실험은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참가자와 실험자가 온라인으로 만나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이 확정된 참가자는 실험자로부터 뇌파 기

기, 뇌파 데이터를 획득하는 앱이 있는 핸드폰, 핸드폰 거치대, 뇌자극 기기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

고 기기를 테스트해보고 기기를 전달받았다. 기기사용의 어려움을 가진 2명의 참가자는 대면 실험을 진행

하여, 실험자가 기기작동을 하여 실험에 참여했다. 일주기 리듬의 상태에 따른 뇌자극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1주일 간격으로 아침과 저녁에 실험했으며, tDCS 자극 전과 후의 신경활성화 반응의 차이를 뇌파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뇌자극에 의한 뇌기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자극 전의 뇌파와 자극 후 뇌파가 다른 

*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사업[S2766617]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NRF-2019R1A2C1007399)에 의한 연구임.

†교신저자: 한상훈,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연구 분야: 뇌인지과학 

  Tel: 02-2123-5436, E-mail: sanghoon.han@yonsei.ac.kr



인지과학, 제33권 제1호

- 52 -

패턴을 보이며 분류가 잘되는 지를 예측 정확도로 분석했으며, 뇌기능 특징 변화가 일주기 리듬과 일주기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조건의 분류조건(아침/저녁, 주간형/야간형)에서 추출된 

주요 EEG 특성을 비교했다. 54개의 뇌파 특성값을 추출하여 SVM(Support Vector Machine) 기계학습 알고리즘

으로 분류 모델을 구축하였고, 구축된 모델을 Leave-One-Out 교차검증(Leave-One-Out Cross-Validation)을 사용

하여 자극 전과 후의 뇌파 반응을 예측하는지 평가하였고, 분류예측모델의 주요 예측 인자를 확인하는 주

요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침과 저녁의 tDCS에 따른 뇌파 특징을 분류하는 예측 정확도는 모두 98%로 

나타났으며, 주간형의 아침 자극 조건과 저녁 자극 조건의 예측 정확도는 92%와 96%이며, 야간형의 아침 

자극 조건과 저녁 자극 조건의 예측 정확도는 모두 94%로 나타났다. 아침 자극 전과 후의 뇌파를 분류하

는 상위 3개의 주요 EEG 특성결과는 주간형과 야간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간형은 좌측 측두 두정

엽과 전전두엽의 뇌파 특성값이 나타났으며, 야간형은 측두 두정엽의 뇌파 특성값들만 나타났다. 저녁 자극 

전과 후의 뇌파를 분류하는 상위 3개의 주요 EEG 특성 결과 또한 주간형과 야간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다. 주간형은 우측 측두 두정엽과 좌측 전두엽의 뇌파 특성값이 나타났으며, 야간형은 측두 두정엽과 전두

엽의 뇌파 특성값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일주기 리듬과 유형에 따라 아침과 저녁의 뇌기능 특

징이 다르게 나타나서 뇌자극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과적

인 뇌자극을 위해 개인의 뇌신경 활성화 상태 및 특징에 따라서 뇌자극 프로토콜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시

한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뇌자극, 뇌파, 기계학습, 일주기 리듬, 일주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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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두개 직류전기전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tDCS)은 두피에 미세한 전류를 흘

려보내 뇌신경 활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비침습적 뇌자극술이다. tDCS는 주의, 기억, 실행기능 등 

인지기능의 향상 효과뿐 아니라, 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손상된 뇌기능 회복을 위한 등의 치

료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상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Coffman et al., 2014; Dedoncker et al., 2016; Katsoulaki et al., 2017; Nitsche et al., 2003; Zhou et al., 

2020). tDCS는 두 개의 전극의 특성에 따라 신경의 발화율을 촉진 또는 억제를 유도하는 신경조

절 기술이다. tDCS의 양극 자극은 흥분성 자극으로 신경막 전위를 탈분극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음극 자극은 억제성 자극으로 신경막 전위를 과분극 방향으로 유도한다(Nitsche et al., 2003). 이

는 양극 자극에 있는 뇌신경 세포의 발화율(firing rate)이 촉진되도록 유도하여 뇌신경 세포의 흥

분성을 증가시키고 음극 자극에 있는 뇌신경 세포의 발화율을 억제를 유도하여 뇌신경 세포의 

흥분성을 감소시켜서 뇌기능 특징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Nitsche et al., 2000). 

최근 뇌기능 특징에 따라 tDCS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Tseng et 

al., 2012; Kim et al., 2013; Guerra et al., 2020). Kim(2013)의 연구는 뇌자극 효과가 일관성있게 나

타나지 않은 요인을 알아보고자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fMRI를 사용하여 측정한 배외측 전전

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영역의 전류 밀도 값과 tDCS 적용 전과 후 단기기억 과

제 수행능력의 변화를 실험했다. 실험 결과 DLPFC영역의 전류 밀도 값이 큰 참가자들에 한해서 

tDCS 적용에 의한 단기기억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Kim et al., 2013). 이 연구결과는 개인 뇌자극 

영역의 특징에 따라서 tDCS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seng(2012)의 연

구는 tDCS에 의한 시각적 단기기억의 변화가 기저 수행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

과를 보고하였다(Tseng et al., 2012). 자극을 받기 전에 수행한 시각적 단기기억과제의 수행점수

가 낮은 집단은 자극 후에 단기기억과제 수행점수가 향상되었으며, 자극을 받기 전 단기기억과

제의 수행점수가 높았던 집단은 자극에 의한 수행점수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토

대로 연구자들은 시각적 단기기능의 수행능력은 상한선이 있으며, 상한선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

일 때 뇌자극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위 연구결과들은 개인 뇌 상태 및 특징에 따라 tDCS

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은 하루 주기의 신체생리적 특성변화를 반영한다. 일주기(circadian)

는 라틴어에서 ‘대략’을 의미하는 ‘circa’와 ‘하루’를 의미하는 ‘dies’에서 유래한 합성어로 일주기 

리듬은 빛과 어둠 주기인 대략 하루 주기의 수면과 각성의 생리적 변화패턴을 의미한다(Mallardi, 

1978). 호르몬 분비, 심박 수, 심부 체온, 뇌 혈류 등의 신체 변화를 조절하는 일주기 리듬의 중

추는 뇌 시상하부의 시교차상핵(Suprachiasmatic nucleus)에 있는데(Morris et al., 2012), 시교차상핵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Melatonin) 호르몬을 분비하는 송과선(Pineal gland)과 수면 상태에서 각

성상태로 변하게 하는 코티졸(Cortisol)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피질(Adrenal cortex)의 기능을 조절

한다.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량이 증가하고 아침이 되면서 감소한다. 코티졸은 새벽에 증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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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침에 최고치를 보인 후 감소한다(Chung et al., 2011). 다수의 선행연구는 신체 및 호르몬 변

화를 일으키는 일주기 리듬에 의해 하루 중 시간에 따른 인지 신경학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

다고 보고하였다(Gupta, 1991; Kerkhof et al., 1980; Briere et al., 2003). 또한 일주기 리듬은 환경적

인 영향과 유전자 특징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서, 개인의 특징에 따라 인지 및 다양

한 활동 능력이 최고로 발휘하는 시간대는 다르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Schmidt et al., 

2007; Van Hulle et al., 2012).

일주기 리듬은 일주기 리듬을 관장하는 체내의 유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체를 변화시키며 내

재적인 일주기 리듬을 생성하여 발생한다(Lamia et al., 2008; Rudic et al., 2004). 일주기 유형

(chronotype)은 주관적인 각성도, 취침-기상 시간과 활동시간 등에 의해 아침의 각성도가 높은 아

침형과 저녁의 각성도가 높은 저녁형으로 나누어진다(Natale & Cicogna, 1996). Archer(2003)의 연구

는 아침형은 피리어드 유전자인 PER3 polymorphism의 형태가 저녁형에 비교하여 더 길게 나타난

다고 보고했다(Archer et al.,2003). 또한 극단적인 일주기 리듬의 선호는 PER1와 PER2 유전자의 

다형성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Carpen et al., 2005; Carpen et al.. 2006). 

Katzenberg(1998)의 연구는 아침형과 저녁형은 T3111C polymorphism의 유전적 특성에서 차이가 나

타난다고 보고하며 일주기 유형은 유전적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Katzenberg et al., 

1998).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일주기 유형에 따라 유전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Lara(2014)의 연구는 아침과 저녁의 주의능력이 아침형과 저녁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유형이 일주기 리듬에 의한 인지기능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했다(Lara et al., 2014). 학부생을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에 주의력 평가 과제를 시행했을 때, 아침

형은 저녁에 과제를 시행했을 때의 수행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 반면, 아침에 시행했

을 때의 수행결과는 변화하지 않았다. 반대로 저녁형은 아침 실험의 과제수행능력이 수행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한 반면, 저녁 실험조건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줄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

과를 토대로 일주기 유형에 따라 일주기 리듬에 의한 인지기능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Gupta(1991)의 연구는 16-20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또는 오후와 저녁에 카텔 

지능검사(Cattell's Culture Fair Intelligence Test)를 수행한 결과, 저녁의 수행능력이 오전 또는 오후

의 수행능력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Gupta, 1991). 하루 중 수행시간에 따라 인지기능과 지능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두 연구결과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 인지 신경학적 특징이 변화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Wong(2018)의 연구는 tDCS를 사용한 뇌자극에 의한 일화 기억의 향상 효과 또한 

일주기 리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Wong et al., 2018).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아침

과 오후에 뇌자극에 의한 일화 기억의 변화를 실험한 결과, 아침 뇌자극 조건에서는 뇌자극에 

의해 일화 기억능력이 향상되었고 오후 뇌자극 조건에서는 뇌자극에 의한 일화 기억능력 변화

는 나타나지 않았다. Wong(2018)의 연구결과는 뇌자극에 의한 인지기능 향상 효과가 하루 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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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연구결과로서 일주기 리듬에 따라 뇌자극 효과가 변화한다고 설명

할 수 있다. 위 연구를 바탕으로 뇌자극 효과는 일주기 리듬에 의해 같은 자극에도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뇌파(Electroencephalogram;EEG)는 인간의 다양한 의식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뇌신경학적 특징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뇌 상태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EG는 두피에 전극을 부착

하여 뇌세포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한다. EEG는 최근 소형화되고 사용이 편리한 기술이 발전됨

에 따라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뇌 기능적 특징 변화 연구를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Cruse et 

al., 2011; Briere et al., 2003; Arsalan et al., 2019; Bashivan et al., 2016; Edla et al., 2018). 대부분의 

뇌파연구는 휴지기 상태 또는 자극에 의한 반응의 뇌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Cruse et al., 2011). 휴지기 상태의 뇌는 사람의 인지능력 및 정신적 상태 정보를 반영하

여 인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aichle et al., 2010). 휴지기 상태

는 어떤 자극에 의한 반응도 하지 않는 깨어있으면서 휴식하는 상태이며 자극에 의한 반응은 

인지기능을 유도하거나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외부자극 또는 현상을 지각하면서 나타나는 반응

을 의미한다. 휴지기 상태의 뇌 활동은 외부자극에 의한 반응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의 뇌 활

동으로 뇌의 기저상태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의 뇌파를 측

정한 결과, 성차와 측정시간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Briere et al., 2003).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중심구, 전두엽, 두정엽, 왼쪽 측두 두정엽 영역에서 0.75–19.75Hz 주파

수대역 뇌파 진폭의 파워값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측두 두정엽과 왼쪽 전두엽 영역은 아침에 

비교하여 저녁에 더 크게 나타났다. 휴지기의 뇌기능 특징이 하루 중 측정시간과 성별에 따

라 상호작용을 보였으며, 이는 인지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결과라고 설명하였다. 

Boonstra(2016)의 연구는 뇌자극 전, 동안, 후의 뇌기능 특징 변화를 휴지기 뇌파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는데, tDCS 자극 후 15Hz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파워는 증가하고 15Hz 이상의 주파수 대역

의 파워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여 tDCS 자극에 의한 뇌기능 특징 변화를 확인하였다(Boonstra 

et al., 2016). 위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휴지기 상태의 뇌연구는 사람의 상태 및 특징을 반영

하며 다양한 인지 및 정서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뇌기능 특징에 의한 tDCS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Chew et 

al., 2015; Guerra et al., 2020), 일주기 리듬에 의한 뇌기능 특징에 따른 뇌자극 효과를 알아본 연

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일주기 리듬에 의한 뇌기능 특징에 따른 뇌 자극효과를 뇌파 특징으

로 알아보고자 tDCS-EEG 실험을 설계했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로서 뇌자극에 따른 뇌파특성의 

변화 효과는 일주기 리듬에 의한 아침과 저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를 검증하였고, 또한 

일주기 리듬과 일주기 유형에 따른 뇌자극 효과가 상호작용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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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가자

연구대상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 사이트에 참가자 모집공고를 올려 신경

질환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모집했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참가자들은 실험 전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

성했다. 총 20명(평균 나이 26.35±4.61세, 19~38세)의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남자 9명, 여자 11

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일주기 유형 분류를 위해, 참가자의 아침형-저녁형 설문지(Morningness 

Eveningness Questionnaire; MEQ)결과를 사용하여 주간형 12명과 야간형 8명으로 분류하여 분석했

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IRB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IRB 번호: 7001988-202104-HR-659-06).

참가자 분류

일주기 유형에 따라 뇌자극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Horne과 Ostberg에 의

해 개발된 한국어판 아침형-저녁형 설문지(Morningness Eveningness Questionnaire; MEQ)를 사용했다

(Horne & Östberg, 1976; 김성재, 2012). 총 19문항 중 5항목은 오지선다형, 나머지 14문항은 사지

선다형으로 구성된 16~86점의 자가보고형 설문 도구로서 설문 문항의 점수의 합이 16-30은 강

한 아침형, 31-41은 중간 아침형 42-58은 중간형, 59-69는 저녁형 70-86은 강한 저녁형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강한 아침형, 중간 아침형, 중간형은 주간형으로 분류되었고, 저녁형과 강한 저

녁형은 야간형으로 분류하였다. Correa(2020)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일주기 리듬 관련 선행 연구

에서 일주기 유형을 아침형과 중간형을 아침형으로 적용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신체적 특징, 인지기능 등에서 아침형과 중간형의 차이는 없으나, 아침형과 저녁형, 중

간형과 저녁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정기 & 송혜수

(2007)의 연구는 학부생 대상으로 일주기 유형에 따라 성적 차이가 있는지 연구한 결과, 아침과 

중간형에는 차이가 없고 아침형과 저녁형, 중간형과 저녁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며 아침과 중간형이 동일집단이고 저녁형이 이질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정기 & 송

혜수, 2007). Urbán(2011)의 연구는 아침형과 중간형이 저녁형에 비교하여 흡연을 적게 하는 경향

이 있으며 또한 아침형과 중간형이 저녁형에 비교하여 알콜소비를 더 적게하고 부족한 신체활

동지수는 더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Urbán et al., 2011). 박순주(2014)의 연구에서도 피

로감이 아침형과 저녁형, 중간형과 저녁형에서 차이를 보이며, 아침형과 중간형에서는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이며 아침형과 중간형은 유사한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저녁형은 두 집단과 비

교하여 차이를 보였다(박순주 et al, 2014).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아침형과 중간형의 생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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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과 인지적인 차이가 일주기 리듬에 따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침형과 중간형의 일주기 리듬에 의한 신체변화 및 인지적 특징이 비슷한 동일

집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침형과 중간형을 주간에 일상생활을 선호하는 그룹으로 

주간형으로 하고, 저녁형은 야간에 일상생활을 선호하는 야간형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실험방법

실험은 동일한 참가자에게 1주일 간격으로 진행했으며, 아침 실험은 아침 8:00에서 10:00 사이

에 시작하였고, 저녁 실험은 저녁 18:00에서 20:00 사이에 실험을 시작하여 뇌파 기기와 뇌자극 

기기를 장착과 탈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제 실험시간을 포함하여 약 1시간 진행했다. 실험

은 경두개 직류전기 자극 전과 후에 휴지기 뇌파를 약 5분간 측정했다(그림 1). 본 실험은 화상 

회의 Zoom Meeting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참가자와 실험자가 온라인으로 만나서 실험을 진행했

다(Zoom Meetings, Zoom Video Communications). 실험이 확정된 참가자는 실험자로부터 뇌파 기기, 

뇌파 데이터를 획득하는 앱이 있는 핸드폰, 핸드폰 거치대, 뇌자극 기기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

명을 듣고 기기를 테스트해보고 기기를 전달받았다. 실험과 관련 없는 전자기기로 인한 뇌파의 

잡음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실험에서 사용되지 않는 전자기기

가 실험공간 주변에 없는 상태에서 실험에 참여하도록 했다. 뇌파를 측정할 시에는 참가자는 뇌

파 기기와 무선통신하며 뇌파 데이터를 획득하는 Mind monitor 앱이 있는 핸드폰 기기를 핸드폰 

거치대를 사용하여 카메라 앞에 놓도록 요청하여 실험자가 참가자의 상태와 뇌파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Mind monitor application, James Clutterbuck).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뇌자극 기기의 본체와 

전극을 연결하는 방법과 본체에서 뇌자극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전극의 부착 위치를 

확인하고 부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실험자 또는 참가자에게 시연하여 사용방법을 설명했

다. 실험 기기사용의 어려움을 가진 2명의 참가자는 대면 실험을 진행하여, 실험자가 기기작동

을 하여 실험에 참여했다. 뇌파 기기는 10-20 국제체계 배열(JASPER, 1958)에 따른 AF7(전두엽의 

좌측영역), AF8(전두엽의 우측영역), TP9(측두 두정엽의 좌측영역), TP10(측두 두정엽의 우측영역)

에 있는 4개의 전극으로 뇌파를 측정하는 Muse 2 뇌파 기기(Muse 2 headset, InteraXon Inc)를 사용

했다(그림 2). Muse 2 뇌파 기기는 임상실험 뇌파 기기와 뇌파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로 뇌파

의 신뢰성이 검증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뇌기능 분석연구에서 사용되며 뇌기능 연구를 위해 

많은 활용이 되는 기기로 입증되며 뇌파 특징 분석을 위한 적합한 뇌파 장치라고 할 수 있다

(Ratti et al., 2017;Arsalan et al., 2019).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뇌파 측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움직임에 의한 잡파가 뇌파에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

험자는 참가자에게 눈과 몸의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며, 눈 뜬 상태로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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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방법

Muse 2 Muse 2의 뇌파 전극 위치

(그림 2) 뇌파측정장치(Muse 2 headset)

뇌자극 기기

경두개 직류전기 자극은 Brain Driver v2.1(The Brain Driver Inc., USA) 기기를 사용했다(그림 

3). Brain Driver v2.1 기기는 tDCS효과 검증을 위한 다수의 연구에서 뇌자극 효과가 입증된 기기

이다(S. Kim, 2020; S.-H. Kim, 2020; Lee, 2021).

생리식염수를 적신 5cm × 5cm 크기의 원형 스폰지를 양전극과 음전극에 부착하였다. 참가자

는 헤어밴드를 이마에 위치하도록 착용한 후, 10-20 국제체계 배열(JASPER, 1958)에 따른 FP1(좌

측 전전두엽)에 양전극을 위치시키고 음전극은 FP2 (우측 전전두엽)에 위치하도록 헤어밴드 안에 

전극을 넣어 고정하였다. 전전두엽의 tDCS자극은 정서 및 인지기능과 관련된 뇌기능의 향상 효

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뇌자극 영역으로 선정하였다(Nitsche et al., 

2009; Gladwin et al., 2012; Ly et al., 2016). 다수의 tDCS연구에서 두피에 전극을 붙였을 때 기준

으로 1-2mA의 전류로 약 20분간 의 tDCS 자극이 효과적으로 뇌기능의 변화를 유도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Nitsche et al., 2008; Nitsche et al., 2009; Ruffini et al., 2013). 본 연구에서 진행한 뇌자극

은 1mA의 강도로 20분간 자극을 제시하였다. 실험이 시작하기 전,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자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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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을 설명했으며, 자극 중 생기는 불편함으로 실험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뇌파 전처리

획득된 뇌파는 Matlab toolbox인 EEGLAB을 사용하여 뇌파 전처리를 진행했다(Delorme & 

Makeig, 2004). 시간에 따라 변하는 뇌파의 기저선을 교정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의 평균이 0으로 

근사하도록 기저선 교정(Baseline correction)을 수행하였고, 뇌파의 신호대역만 추출하기 위해 통과 

대역필터(Band pass filter)를 수행했다. 고역 통과 필터(High-pass filter)는 0.5Hz로 설정하고 저역 통

과 필터(Low-pass filter)는 70Hz로 설정하여 실행하여 0.5-70Hz 대역의 신호만 여과했다. 뇌파는 

균일한 통계적 성질을 가지지 못하는 비정상성(non-stationary) 신호이다. 따라서 분화기법(epoching)

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EEG 데이터를 균일한 성질을 가지는 2초 동안의 에포크(Epoch)로 재구성

Brain Driver v2.1 기기 뇌자극 영역

 
 

(그림 3) 뇌자극 기기(좌), 뇌자극 영역(우)

(그림 4) EEG 데이터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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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 에포크의 EEG분석 결과값을 산출하여 모든 에포크의 EEG 분석 결과값을 평균한다. 뇌

파와 관련없는 안구와 근육 움직임, 주변 잡음 등이 심하게 들어간 에포크를 제거했으며, 독립

성분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을 실행하여 뇌파와 관련 없는 잡파로 구성된 성분

은 제거했다(그림 4).

정량적 뇌파 분석

기계학습에서 사용된 뇌파특성값은 총 54개이다(표 1). 정량적 뇌파 분석을 위해 전처리가 완

료된 뇌파는 Fast Fourier Transform(FFT)를 이용하여 5개의 관심 주파수대역(델타(Delta):0.5-4Hz, 쎄

타(Theta):4-8Hz, 알파(Alpha):8-12Hz, 베타(Beta):12-30Hz, 감마(Gamma):30-50Hz)의 절대 파워를 에포

크 단위로 계산하여 모든 에포크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주파수 파워 밀도(Frequency power density)

를 추출했다. 좌우 비대칭 차(Differential Asymmetry; DASM)는 좌․우 반구의 동일한 영역의 차이 

값(TP10-TP9, AF8-AF7)을 5개의 관심 주파수대역 파워 밀도별로 계산했다. 좌우 비대칭 비율

(Rational asymmetry; RASM)은 좌․우 반구의 대칭 영역의 대칭 비율(TP9/TP10, AF7/AF8) 값을 5개 

관심 주파수대역 파워 밀도별로 추출했다. 좌우 반구의 대칭 영역의 상관관계(Correlation 

coefficient)는 5개 관심 주파수대역 파워 밀도별로 추출했다. 카오스 신호의 복잡도를 측정하는 프

랙탈 차원(Fractal dimension; FD)은 Katz 프랙탈 차원을 사용하여 전극별로 계산했다(Katz, 1998). 

프랙탈 차원이 낮은 값이면 불규칙적인 특성이 낮은 것으로 설명되며, 반대로 큰 값은 불규칙한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학습

기계학습은 다양한 특징들이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여 모델을 만

들고 새로 입력된 데이터를 분류, 예측하는 데이터 분석방법론이다. 일반적인 통계분석은 모델

적합화를 수행하기 전에 선형, 다항 등의 데이터의 형태를 가정하고 진행되는 반면, 기계학습은 

다양한 특징들을 다차원의 패턴으로 인식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가 가지

는 고유의 패턴을 파악해 데이터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뇌신호의 기계 학습적 응용은 시간에 

따라 통계적 특성이 변하는 비정상성(Non-stationary)의 특징을 가지는 뇌신호와 실험 기반의 적은 

데이터 수와 참가자 간의 변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여 데이터 특징을 

설명하는 연구방법으로, 최근 뇌신호 분석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발전되고 있다(Muller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의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일주기 리듬(아침/저녁)과 일주기 유형(주간형/야간형)에 의해서 tDCS 자극의 뇌기능 특징 

변화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조건에서의 자극 전과 자극 후 뇌기능 특징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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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요소 특성의 구성요소 총 특성개수

주파수 파워 밀도

(Frequency power density)

• 4개의 전극

총 20개의 특성 

(4개의 전극 

X 5개의 관심 주파수대역)

 1) AF7

 2) AF8

 3) TP9

 4) TP10

• 5개의 관심 주파수대역

 1) 델타(delta)

 2) 쎄타(theta)

 3) 알파(alpha)

 4) 베타(beta)

 5) 감마(gamma)

좌우 비대칭 차

(Differential asymmetry)　

• 2 개의 전극 쌍

총 10 개의 특성 

2개의 전극 쌍

X 5개의 관심 주파수대역)

 1) AF7-AF8

 2) TP9-TP10

• 5개의 관심 주파수대역

 1) 델타(delta)

 2) 쎄타(theta)

 3) 알파(alpha)

 4) 베타(beta)

 5) 감마(gamma)

좌우 비대칭 비율

(Rational asymmetry)

• 2 개의 전극 쌍

총 10 개의 특성 

(2개의 전극 쌍

X 5개의 관심 주파수대역)

 1) AF7/AF8

 2) TP9/TP10

• 5개의 관심 주파수대역

 1) 델타(delta)

 2) 쎄타(theta)

 3) 알파(alpha)

 4) 베타(beta)

 5) 감마(gamma)

좌우 상관관계 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 2 개의 전극 쌍

총 10 개의 특성 

(2개의 전극 쌍

X 5개의 관심 주파수대역)

 1) AF7, AF8

 2) TP9, TP10

• 5개의 관심 주파수대역

 1) 델타(delta)

 2) 쎄타(theta)

 3) 알파(alpha)

 4) 베타(beta)

 5) 감마(gamma)

프랙탈 차원

(The fractal dimension)　

• 4 개의 전극

총 4개의 특성 

 1) AF7

 2) AF8

 3) TP9

 4) TP10

<표 1> 기계학습에 사용된 EEG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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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정확도와 특성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SVM은 서포트 벡터라고 불리는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해서 분류를 위해 최적화된 결정 경계(Decision Boundary)를 생성하는 분류알고리즘이다. 구체

적으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해 테스트 데이터와 초평면 간 거리에 기반하여 자료를 분류하는 결

정 경계를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가 결정 경계에 기반하여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지 예측하는 모

델이다. 본 연구는 다항 SVM 커널을 이용하여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기계학습은 python 패키지인 Scikit-learn, NumPy, SciPy, matplotlib을 사용했다(Buitinck et al., 

2013). Leave-One-Out 교차검증(Leave-One-Out Cross-Validation)을 사용하여 모델을 검증 및 평가했

다. Leave-One-Out 교차검증은 테스트 데이터 1개와 테스트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훈

련데이터로 사용한다. 훈련은 훈련데이터로 예측모델을 구성하고 예측은 예측모델로 테스트 데

이터의 분류집단을 예측하는 것이다. 예측 정확도는 훈련데이터로 학습한 모델로 1개의 테스트 

데이터의 분류집단을 예측한 정확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기계학습 결과의 주요 예측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특성 중요도(feature importance) 평가를 수행

했다. 특성 중요도는 기계학습에서 사용되는 특성의 중요도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순열 특성 

중요도(permutation feature importance)를 사용하여 특성 중요도를 계산했다(Breiman, 2001). 순열 특

성 중요도는 특정 특성의 순열을 무작위로 배열하여 잡파와 같이 생성했을 때의 기계학습 수행

결과가 떨어진 정도를 계산하여 해당 특성의 중요도를 평가한다. 기계학습 수행 시 특정 특성을 

제외했을 때, 모든 특성을 포함하여 예측했을 때보다 예측 정확도 감소가 클수록 해당 특성은 

예측을 위한 기계학습에서 중요한 정도가 큰 특성이다.

설문지

tDCS자극에 의한 정서 상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설문지를 사용했다(Watson et al., 1988; 이현희 et al., 

2003).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는 긍정상태와 부정상태 각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참가자는 자극 전과 후에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의 문항을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0), 약간 그렇다(1), 보통 정도로 그렇다(2), 많이 그렇다(3), 매우 많이 그렇다

(4))로 평정했다.

경두개 직류전기자극 사용감 설문지를 활용해 자극을 받는 동안과 자극 후의 감각을 각각 측

정했다. 본 설문지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경두개 직류전기자극 동안과 후의 불편 감각을 측정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극 동안과 후를 측정한 결과를 사용하여 자극 

동안에 느낀 감각에 비교하여 자극 후에 느낀 감각의 변화 정도가 자극 시점인 아침과 저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고자 했다(Palm et al., 2013; Poreisz et al., 2007). 설문 항목은 

총 12개 항목(간지러움, 얼얼함, 뜨거움, 피부 통증, 두통, 집중력 저하, 기분 나쁜 감각,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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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졸림, 시각 관련 변화, 경두개 직류전기자극의 시작/끝부분에서 특정한 시각 자극이 보임)

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이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 조금 그렇지 않다; 1, 보통이다; 

2, 조금 그렇다3, 매우 그렇다; 4)로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결  과

뇌파의 기계학습 분석결과

일주기 리듬에 의해 하루의 시간에 따라 뇌기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침과 저녁의 뇌자극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Gupta, 1991; Kerkhof et al., 1980). 

일주기 리듬에 의한 뇌 기능 변화는 개인의 뇌신경 활성화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서 뇌

기능이 최고로 발휘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침과 저녁의 뇌자극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했다(Schmidt et al., 2007; Van Hulle et al., 2012). 일주기 유형에 따른 

뇌자극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EQ 설문지를 사용하여 참가자를 주간형 12명 야간형 8명으로 

분류하여 뇌자극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아침과 저녁의 뇌자극 전과 후의 총 54

개의 EEG특성값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SVM을 사용하여 분류가 잘 되는지를 예측 정확도로 

분석했다.

(그림 5) SVM 기계학습의 분류예측 정확도 결과

뇌자극에 의한 뇌기능 특징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자극 전의 뇌파와 자극 후 뇌파가 다른 패

턴을 보이며 분류가 잘 되는지를 예측 정확도로 분석했으며, 뇌기능 특징 변화가 일주기 리듬과 

일주기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조건(아침/저녁, 주간형/야간형)의 분류

에서 사용된 주요 EEG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했다.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극 전과 후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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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뇌파 데이터 분류 예측 정확도는 아침과 저녁 조건 모두 98%로 나타났다. 주간형과 야간

형으로 나뉘어 자극 전과 후 뇌파의 분류예측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주간형은 아침 자극 조건

은 92%, 저녁 자극 조건은 96%이며, 야간형은 아침 자극 조건에서는 94%, 저녁 자극 조건에서

는 94%의 정확도를 얻었다(그림 5).

분류조건에 따른 특성 중요도 결과는 다른 특성들에 비교하여 높은 특성 중요도 값을 가지며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위 3가지 특성들을 표로 제시했다(표 2). 상위 3가지만 선택해서 

제시한 이유는 각 분류조건에서 특성 중요도가 다른 특성들에 비교하여 높으므로 다른 특성들

에 비교하여 두 그룹을 분류하는데 많은 설명요인이 들어가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류조

건마다 특성 중요도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뇌자극에 의한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

문이다. 모든 참가자를 기준으로 아침 자극 전과 후의 뇌파를 분류하는 상위 3개의 주요 EEG 

특성은 좌측 측두 두정엽(TP9)의 델타 파워, 우측 측두 두정엽(TP10)의 감마와 알파 파워가 높은 

특성 중요도 값으로 나타났고, 저녁 자극 전과 후는 우측 측두 두정엽(TP10)의 감마 파워와 양

측 전두엽(AF7, AF8)의 감마 파워가 높은 중요도 값으로 나타났다. 주간형에서 아침 자극 전과 

참가자 조건 주요 EEG 특성

모든 참가자(20) 아침 자극

TP9의 델타 파워

TP10의 감마 파워

TP10의 알파 파워

모든 참가자(20) 저녁 자극 

TP10의 감마 파워

AF8의 감마 파워

AF7의 감마 파워

주간형(12) 아침 자극

TP9의 델타 파워

AF의 감마 파워의 좌우 차이

AF8의 감마 파워

주간형(12) 저녁 자극 

TP10의 감마 파워

TP10의 쎄타 파워

AF7의 감마 파워

야간형(8) 아침 자극

TP9의 알파 파워

TP9의 쎄타 파워

TP의 델타 파워의 좌우 차이

야간형(8) 저녁 자극 

TP10의 감마 파워

AF의 델타 파워의 좌우 차이

TP9의 알파 파워

<표 2> 분류조건에 따른 특성 중요도 결과의 상위 3가지 주요 EEG 특성



정다운 등 / 일주기 리듬과 일주기 유형이 경두개 직류전기자극에 의한 뇌기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 탐색

- 65 -

후의 뇌파를 분류하는 상위 3개의 주요 EEG 특성은 좌측 측두 두정엽(TP9)의 델타파워와 전두

엽(AF)의 감마파워의 좌우 차이 값(DASM), 우측 전두엽(AF8)의 감마 파워로 나타났으며, 저녁 자

극 조건에서는 우측 측두 두정엽(TP10)의 감마와 쎄타파워와 좌측 전두엽(AF7)의 감마파워가 높

은 중요도 값으로 나타났다. 야간형의은 아침 자극 조건에서는 좌측 측두 두정엽(TP9)의 알파 

파워와 쎄타 파워와 델타 파워의 좌우 차이 값(DASM)이 나타났고, 저녁 자극 조건에서는 우측 

측두 두정엽(TP10)의 감마 파워, 전두엽(AF)의 델타 파워의 좌우 차이와 좌측 측두 두정엽(TP9)의 

쎄타 파워가 높은 특성 중요도 값으로 나타났다.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결과

뇌자극에 의한 정서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분석한 결과 아침 자극 조건에서, 자극 전에 비교하여 자

극 후에 부정정서가 유의미하게 줄었다(긍정 정서: t(19)=1.25, p=0.23, 부정정서: t(19) = 2.53, 

p<0.05). 저녁 자극 조건에서 자극 후 긍정 정서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부정정서 또한 감소하

는 경향성을 보였다(긍정 정서: t(19)=2.23, p<0.05, 부정정서: t(19)=1.80, p=0.09). 주간형과 야간

형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주간형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야간형은 저녁 자극 조건에서 

긍정 정서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t(19)=2.56 p<0.05).

경두개 직류전기 자극 사용감 설문지 결과

아침 실험조건에서 자극 중에 비교하여 자극 후에 7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간지

러움(t(19) = 3.57, p<0.05), 얼얼함(t(19) = 3.80, p<0.05), 뜨거움(t(19) = 3.29, p<0.05), 피부 통증

(t(19) = 4.28, p<0.05), 기분 나쁜 감각(t(19) = 2.94, p<0.05), 긴장감(t(19) = 2.41, p<0.05), 졸림

(t(19) = 3.04, p<0.05)]. 저녁 자극 조건에서는, 5가지 항목에서 자극 동안에 비교하여 자극 후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얼얼함(t(19) = 2.60, p<0.05), 뜨거움(t(19) = 2.46, p<0.05), 피부 통증(t(19) 

= 2.90, p<0.05), 기분 나쁜 감각(t(19) =2.15, p<0.05), 긴장감(t(19) = 2.36, p<0.05)].

종합 논의

tDCS는 뇌기능 치료 및 항상 도구로서 뇌자극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Coffman et al., 2014; 

Dedoncker et al., 2016; Katsoulaki et al., 2017). 최근 뇌기능 특징에 따라서 뇌자극 효과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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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며 개인 최적화된 뇌자극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Kim et al., 2013; Lopez-Alonso et al., 2014; Chew et al., 2015; Hordacre et al., 2017; 

Guerra et al., 2020). 본 연구는 뇌기능 특징에 따라서 뇌자극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일주기 리듬에 의한 아침과 저녁의 뇌기능 특징과 아침형과 저녁형의 일주기 유형에 

따른 뇌자극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 첫 번째 실험 연구가설은 일주기 리듬에 의한 뇌기능 특

징에 따라 아침과 저녁의 뇌자극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실험 결과 아침 자극 조

건과 저녁 자극 조건의 자극 전 뇌파와 자극 후 뇌파 특징의 분류 정확도는 모두 98%로 나타나

며, 아침 자극 조건과 저녁 자극 조건의 자극 전과 후를 분류하는 뇌파의 주요 특성 결과가 다

르게 나타남을 확인하며 뇌자극에 의한 뇌기능 특징 변화가 일주기 리듬에 의한 뇌기능 특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Kim(2013)의 연구에서 보고한 DLPFC영역의 전류 밀도 값이 큰 

참가자들에 한해서 tDCS 적용에 의한 단기기억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 Tseng(2012)

의 연구에서 보고한 tDCS에 의한 시각적 단기기억의 변화가 기저 수행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뇌 상태 및 특징에 따라 tDCS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Tseng et al., 2012; Kim et al., 2013). 두 번째 실험 연구가설은 뇌자극에 

의한 뇌기능 특징의 변화는 일주기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간형과 야간형을 

분리하여 자극 전 뇌파와 자극 후 뇌파를 분류한 결과 아침 자극 조건과 저녁 자극 조건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자극 전과 후의 뇌파를 분류하는 특성 중요도를 분석결과 주간형과 

야간형의 아침 자극과 저녁 자극 조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뇌자극은 개인의 뇌신경 특징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뇌의 기저상태에 따라서 

뇌자극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확인한 기존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며, 개인의 뇌기능 특징

에 따라 경두개 뇌자극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Hordacre et al., 

2017).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뇌자극 효과는 뇌기능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뇌기능 특징을 고려하여 뇌자극 프로토콜을 조정해야 목표한 

뇌기능 특징 변화가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한 중요한 연구결과이다. 

뇌파의 기계학습 적용은 다양한 특징들이 포함된 뇌파 데이터의 패턴을 스스로 구성하여 데

이터의 특징을 추출하여 설명할 수 있다. 뇌 연구의 기계학습 적용은 선형, 다항 등의 데이터의 

형태를 가정하고 진행해야 하는 통계분석의 제한점을 해결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발전되어 그 응용가치가 커지는 추세이다(Arsalan et al., 2019; Bashivan et al., 2016; Edla et al., 

2018). 논리적 또는 감정적 영상을 보는 동안의 뇌파를 측정하여 뇌파 특성값을 추출하여 기계

학습의 SVM알고리즘을 사용하여 2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Bashivan et al., 

2016). 본 연구에서 사용한 4채널 EEG기기인 MUSE를 사용하여 3개의 기계학습 알고리즘(Support 

Vector Machine, Naive Bayes, Multilayer Perceptron)으로 대중 연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전과 

후의 뇌파 분류가 가능함을 보여줬다(Arsalan et al., 2019). 위 연구들은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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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뇌기능 특징을 분류하고 구분되는지 확인했지만 본 연구는 뇌파의 기계학습은 분류정확도

뿐만 아니라 특성 중요도를 사용하여 분류 가능성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며 연구

결과를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뇌 연구 외에서 다양한 신호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어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뇌자극에 의한 정서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를 사용하여 자

극 전과 후의 차이를 확인했다. 아침 자극 조건에서는 자극 전에 비교하여 자극 후에 부정정서

가 감소했으며, 저녁 자극 조건에서는 긍정 정서가 자극 전에 비교하여 자극 후에 감소했다. 이 

결과는 시점에 따라서 자극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주간형과 야간형으

로 나뉘어서 분석한 결과, 주간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야간형은 저

녁에 뇌자극을 받았을 때 정서 상태가 변화했지만, 아침에 뇌자극을 받았을 때는 정서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집단에서는 뇌자극에 의한 정서 상태 변화는 없었지

만, 성인집단에서는 정서 상태의 변화가 나타났다(Peter et al., 2019). 이와 같은 결과는 뇌자극에 

의한 정서변화는 개인의 특징 및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정서의 종

류와 관계없이 뇌자극에 의해 정서의 강도가 줄어든 것은 정서에 사용되는 뇌기능이 감소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Ly(2016)의 연구는 tDCS 자극에 의해 수단적 행동을 할 때의 정서적인 편

향이 줄어든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tDCS의 뇌자극으로 인

해 정서 발현의 강도가 줄어든 것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 요구될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정서 발현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인지행동을 위한 긍정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Ly et al., 

2016).

뇌자극의 영향은 자극영역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다(Müller-dahlhaus et al., 

2008). Müller-dahlhaus(2008)의 연구는 뇌자극에 의한 뇌기능 특징 변화 정도가 젊은 성인에 비교

하여 노인의 결과가 더 작게 나타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뇌가소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은 젊은 성인에 비교하여 뇌자극에 의한 뇌기능 특징 변화 정도가 작게 

나타난다고 해석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개인의 뇌기능 특징에 따라 뇌자극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뇌기능이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뇌기능 상태로 유도하

기 위해서, 뇌자극은 뇌기능 특징을 고려한 뇌자극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

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뇌기능 특징에 따라서 뇌자극 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하며, 효과적인 뇌자

극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후속연구에

서 뇌기능 특징에 따라 뇌자극에 의한 인지 및 정서적인 변화를 측정하여 뇌기능 향상을 위한 

개인의 뇌기능 특징에 따른 뇌자극 프로토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뇌자극은 뇌자극 영역과 연결된 다른 영역의 신경세포들은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Peter et al., 2019). 자극영역과 연결된 뇌 영역 간의 관계에 따라서 뇌기능 

특징의 변화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Khadem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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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Nitsche et al., 2003, 2004). Paulus(2003)의 연구는 뇌자극에 의한 뇌자극 영역의 뇌신경 활성

화의 증가는 인지기능과 관련된 다른 뇌 영역들과의 연결성을 재구성시킨다고 보고했다(Paulus, 

2003). 뇌자극은 뇌자극 영역의 뇌신경 활성화 상태뿐만 아니라 자극한 뇌 영역과 연결된 다른 

뇌 영역들의 연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뇌기능을 평가․제어하는 뇌공학적 IT기술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

이 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험데이터 기반의 작은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했기 때문

에 연구결과 해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뇌자극에 의한 인지 및 정서와 관련된 뇌기능

의 변화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기능 효과의 구체적인 특징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후속연구에서 뇌기능 특징에 따른 뇌자극에 의한 인지 및 정서적인 변화를 측

정하여 뇌기능 향상을 위한 일주기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자극 시점 등의 개인의 특징에 따른 

뇌자극 프로토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실험실 환경이 아닌 참가자의 개인 공간에

서 실험을 진행한 데이터는 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서 공간적인 특징의 변화로 

EEG 데이터의 특징에 오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참가자가 익숙하지 않은 실험공간으로 인한 

높은 긴장이 발생할 수 있고 실험실까지 오는 동안의 정서 및 각성 수준의 변화로 인한 실제적

인 아침과 저녁의 뇌기능 상태에 오염될 수 있는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어서 아침과 저녁의 뇌

기능 상태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방법은 신경영상기술과 신경조절기술, 그리고 기계학습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일주기 

리듬에 의해 변하는 뇌기능에 의한 뇌자극 효과 특징을 입증했다. 본 연구결과는 뇌신경 활성화

의 상태 및 특징에 기반한 뇌자극 효과를 활용하여 뇌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유도하는 뇌자극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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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functional brain change

by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effects

concerning circadian rhythm and chronotype

Dawoon Jung1) Soomin Yoo2) Hyunsoo Lee2) Sanghoon Han1),2)

1)Graduate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Yonsei University
2)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is a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that is able to alter neuronal 

activity in particular brain regions. Many studies have researched how tDCS modulates neuronal activity and 

reorganizes neural network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e effect of brain stimulation because the studies 

are heterogeneous with respect to the stimulation parameter as well as individual difference. It is not fully in 

agreement with the effects of brain stimulation. In particular few studies have researched the reason of variability 

of brain stimulation in response to time so far. The study investigated individual variability of brain stimulation 

based on circadian rhythm and chronotyp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hich are morning type and 

evening typ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by Zoom meeting which is video meeting programs. Participants were 

sent experiment tool which are Muse(EEG device), tdcs device, cell phone and cell phone holder after manuals for 

experimental equipment were explained.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make a phone in frount of a camera so that 

experimenter can monitor online EEG data. Two participants who was difficult to use experimental devices 

experimented in a laboratory setting where experimenter set up devices. For all participants the accuracy of 98% 

was achieved by SVM using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 in classification in the the effects of morning stimulation 

and the evening stimulation. For morning type, the accuracy of 92% and 96% was achieved in classification in the 

morning stimulation and the evening stimulation. For evening type, it was 94% accuracy in classification for the 

effect of brain stimulation in the morning and the evening. Feature importance was different both in classification 

in the morning stimulation and the evening stimulation for morning type and evening typ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ffect of brain stimulation can be explained with brain state and trait. Our study results noted that the tDCS 

protocol for target state is manipulated by individual differences as well as targe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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