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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활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다양한 운동능력 및 감각

기관의 손상을 파악하고 물리적, 정신적 회복과 사회 활동

으로의 복귀 및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재활 치료에는 약리

학적 방법부터 물리적 운동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지

만,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신

경망 융합 기술 또는 신경보철학(neuroprosthetics)으로 불리

는 신경신호의 전기적 또는 전자기를 이용한 직접적인 상

호작용 기술을 활용한 뇌-컴퓨터 융합기술 기반의 재활 훈

련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척수손상 환자는 신경계의 합병증으로 경직현상이 있는

데 이는 마비된 사지의 근육들에 자신의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는 뻣뻣한 힘이 들어가는 것으로 근위축의 감소, 혈액순

환 유지, 뼈의 약화 방지, 기립 및 보행 시 하지의 안전성 

등 장점이 있지만, 통증, 욕창의 유발, 관절운동범위 제한

과 구축, 일상 생활동작 방해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적당

하게 경직이 있는 경우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심한 경직의 경우 자극의 제거, 적절한 

자세 및 관절운동, 냉 치료, 전기 자극 치료, 반사억제운

동 등의 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차단주사, 수술 등의 치

료가 필요하다[1].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재활훈련에 있어서 자기 의지를 가

지고 능동적인 훈련을 하였을 때 더 높은 재활 효과를 보

인다고 하였다[2]. 따라서, 재활훈련 효과의 극대화를 위

해 환자의 능동적인 재활 훈련이 요구된다. 최근 환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능동적인 관절 운동 및 근육 운동이 가능

하도록 센서 및 생체신호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이 중 뇌전도(Electroencephalograph, EEG)를 이

용하여 사람과 컴퓨터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뇌-컴퓨

터 융합(Brain-Computer Interface, BCI) 기술은 1970 년대 시

작된 이후 많은 응용 분야에 적용 되고 있으며 현재 재활

의학 분야에도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3,4]. 

안정상태 시각적 유발전위(Steady State Visually Evoked 
Potentials, SSVEP)는 특정 주파수를 가진 시각 자극에 대한 

자연반응 신호이며 3.5Hz 에서 75Hz 의 주파수 범위를 갖는 

시각 자극과 같은 주파수로 뇌의 후두엽 영역에서 전기적 

활동을 발생시킨다[5].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는 중추신경

손상으로 신경계 장애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에게 주로 사

용하여 감각인식(sensory awareness) 증가 및 수의적 조절의 

효과를 얻으며, 상지 기능과 보행훈련에 적용한다. 마비된 

근육의 지배신경을 전기 자극으로 수동적인 근 수축을 초

래하여 근 위축을 방지하고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치료적 

전기자극(Therapeutic Electrical Stimulation, TES)과 전기자극

에 의하여 수동적인 동작을 초래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전기자극(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6,7]. 

본 연구에서는 사지마비 환자들이 능동적인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SSVEP 를 이용한 뇌-컴퓨터 융합 기술을 기

반으로 하여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적 전기자극 재활 훈

련 시스템을 개발 하였고, 상지 관절운동 유도에 적용하였

다. 

2. 방법  
SSVEP 를 이용한 시각적 뇌 반응 기반의 재활 훈련 시

스템을 구성하였으며 그림 1 과 같이 시각적 자극을 위해 

체스 무늬 2 개를 특정 주파수로 깜박이도록 하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안정상태 시각적 유발전위를 기반으로 하여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적 전기 자극 재활 훈련 시스템을 개발 하였

고 상지 관절운동 유도에 적용하였다. 뇌전도 신호는 후두

엽 영역에서 계측하였으며, 6 개의 전극을 국제 10-20 전

극 배치법에 따라 피검자 두피의 POZ, PO3, PO4, OZ, O1, O2

에 부착하였고, 기준 전극은 A1, A2 에 부착하였다. 획득된 

뇌전도 신호는 식(1)과 같이 실시간으로 고속 푸리에 변환

(Fast Fourier Transform, STFT)을 통한 주파수계열(frequency 
series) 파워스펙트럼(power spectrum)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주파수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적 전기 

자극(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 시스템을 제어하

였으며, 기능적 전기 자극 시스템 제어 신호는 디지털화되

어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에서 기능적 전기 

자극 시스템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Micro 
Control Unit, MCU, MSP430, USA)으로 블루투스(Bluetooth) 
통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전송되었다. 

 

           (1) 

 

본 연구에서는 손가락의 2~5 번째 끝마디뼈의 굽힘 작

용을 하는 심지굴근(flexor digitorum profundus)과 손목의 폄, 

벌림 작용을 하는 장요측수근신근(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의 운동점(motor point)에 전기 자극을 가하여 손목

의 굽힘과 폄 운동을 수행하였다. 마비된 운동근육 수축을 

위해 미리 선정한 근육 부위에 표면 전극을 부착하여 기능

적 전기 자극 시스템(Walking-Man Ⅱ, CyberMedic, KR)을 이

용하여 손목 관절 운동을 수행하였으며, 전기 자극은 피검

자에 따라 주파수와 펄스폭을 일정하게 고정하고 자극강도

를 변화시키는 자극강도 변조체제를 사용하였으며, 자극 

강도는 10~20mA, 진폭은 200usec, 주파수는 15~50Hz 사이

로 설정하였다. 

 

 
 
Fig. 1 Visual stimulation program 

뇌-컴퓨터 융합기술 기반의 기능적 전기자극 재활훈련 시스템 
Brain-Computer Interface(BCI)-based Rehabilitation Training System with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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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그림 2 의 (a)는 9Hz 로 깜박이는 체스 무늬 윈도우 프
로그램을 피실험자가 바라보았을 때 계측한 뇌전도 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b)는 피검자의 뇌전도 신호

가 9Hz 에 동기화 되었을 때 기능적 전기 자극이 심지굴근

(flexor digitorum profundus) 의 운동점(motor point)에 가해

지면서 손목이 굴곡(flexion) 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 주
고 있으며, 초기 10°에서 40°의 관절 운동 범위를 보이

고 있다. 

 
(a) 

 
(b) 

Fig. 2 EEG signal frequency spectrum (a), Wrist flexion angle in 
sagittal plane (b) 

 
그림 3 의 (a)는 12Hz 로 깜박이는 체스 무늬 윈도우 프

로그램을 피검자가 바라보았을 때 계측한 뇌전도 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b)는 피검자의 뇌전도 신

호가 12Hz 에 동기화 되었을 때 기능적 전기 자극이 장요

측수근신근(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의 운동점

(motor point)에 가해지면서 손목이 신전(extension) 운동

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초기 13°에서 -2°

의 관절 운동 범위를 보이고 있다. 

 
(a) 

 
(b) 

Fig. 3 EEG signal frequency spectrum (a), Wrist extension angle in 
sagittal plane (b) 

 
이와 같이 파워스펙트럼(Power Spectrum) 분석을 통해 

피실험자가 9Hz 와 12Hz 로 깜박이는 체스 무늬 표적 중 한 

표적에 초점을 두었을 때 의도를 파악하여 블루투스 통신

을 통해 원격으로 기능적 전기자극 시스템을 제어하여 전

기자극을 인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피실험자는 

뇌전도 반응 기반의 기능적 전기자극 재활훈련 시스템을 

제어하였고, 자신의 의지를 반영한 관절 운동과 근육 운동

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마비 환자의 능동적인 관절 운동과 근육 

수축 운동을 위해 뇌파 신호를 이용한 BCI 기반의 재활 훈

련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특정 주파수로 깜박이는 표적을 이용한 응용 시스템 제

어가 가능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유발 전위는 

3.5Hz 에서 75Hz 의 주파수 범위에 반응한다고 하였지만 실

험결과 피실험자에 따라 반응이 잘 나타나는 특정 주파수

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Hz 와 12Hz 의 결과에

서 피실험자들은 50~80%의 성공률을 보였지만 각 피실험자

에 따라 반응을 잘 보이는 자극 주파수 대역이 존재하였으

며, 그 주파수로 체스 무늬 표적을 깜박였을 때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험 전 

시스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피실험자에 따라 반응

이 잘 나타나는 최적 주파수를 찾는 선행 작업이 수행한다

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피실험자는 제한적이지만 자신의 

의지를 통해 상지 관절 운동과 근육 운동이 가능하였으며,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를 통한 말초신경계 훈련과 함께 자

기 의지에 따른 뇌 반응 기반의 훈련은 상지 기능 회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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