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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시 의 도래에 따른 서비스의 고 화는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단말기의 개발을 유도 하

으며, 이러한 사용자 단말기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친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로 이어

지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인간친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 인간의 뇌를 활용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 즉 BCI에 한 연구가 산발 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BCI 련 연구들은, 연구 기 수 을 극복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 개발의 지체 이

유로는 DB구축부터 시작한 체계 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을 들 수 있다. 한, 뇌  신호

의 수집 시 효율 인 피험자 지침 련 연구가 없는 실정이며 기 구 되어진 부분의 시스템이 로컬

시스템 형태로 구성되어져 DB 구축 시 한정 인 피험자 수, 용량의 뇌  DB수집 시 한계, 뇌  DB

의 신뢰성이 하되는 문제 을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VoiceXML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의 DB구축 시스템 구 을 제안 하며 신뢰성  객 성을 확보 하고

자 한다.

1. 서론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 발 에 따라 사용자들은 

보다 편리한 환경과 고 화된 서비스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임베디드 시

스템(Embedded system)은 각종 정보 단말기의 이동성, 

착용성, 사용성이 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  사

용자가 단말기를 쉽게 조작하는 수단의 제공이 차 요

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단말기의 변화는  

더 복잡해지고 소형화되어 사용자들의 요구에 충족시키기 

한 인간친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Human Computer 

Interface)의 개발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인간친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나

인 인간의 뇌를 활용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 

Computer Interface) 시스템에 한 연구가 최근 산발 으

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뇌 를 기반으로 한 BCI 즉,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 Computer Interface) 시스템

은 뇌의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뇌 를 분석하여 어떤 임

의의 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수단으로써 인간의 생체신호인 뇌

를 매개로 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직 인 인터페이스

가 될 것이다.[1][2]

  재 진행되고 있는 BCI 련 연구의 경우 부분의 연

구기 에서 독자 인 DB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로컬시

스템 형태의 구축으로 인하여 통계  특성분석이 가능한 

정도의 용량 DB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로컬시스템에서의 뇌  DB구축 시스템으로 피험자

의 치  장소의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

용량의 뇌  DB수집에 따른 한계로 뇌  DB구축 시스템

의 신뢰성이 하되는 문제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연구개발은 DB구축과 련된 원천기술 확보 측

면의 연구가 배제된 체 응용기술 개발 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BCI 련 연구  응용기술 개발을 

해서는 효율 이고 정확한 DB구축부터 시작한 체계

인 연구가 시 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분석하며, BCI 련 연

구들의 DB구축부터 시작한 체계 인 연구를 하여 

VoiceXML을 통한 용량의 DB구축  뇌  수집 시 보

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동화된 온라인 뇌  DB구축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련연구 동향

  뇌 를 활용한 BCI 련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객 성  신뢰성 있는 뇌  

DB구축부터 시작한 체계 인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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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하여 최근 

연구되고 있는 BCI 련 연구를 DB구축의 에서 분석

하며 각 연구의 문제 을 분석하여 뇌  DB구축 련 연

구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2.1 안정 인 뇌  개발을 한 3D 게임 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게임은 좌, 우뇌의 뇌  주 수 

스펙트럼 역 분석을 통해 게임이 제어 된다. 그림 1은 

좌, 우 뇌의 뇌  주 수 스펙트럼 역 분석을 통해 제어

되는 3D 게임을 나타낸다. 게임은 실시간으로 좌, 우뇌의 

뇌  주 수 스펙트럼 역을 분석함으로써 게임 인 피

험자가 안정 으로 균형 잡힌 뇌 를 낼 수 있도록 유도 

한다.

(그림 1) 제안하는 3D 게임의 구성도

 그림 2는 좌, 우뇌의 뇌 균형이 깨어 졌을 시 게임이 종

료 되는 사진을 나타낸다. 게임 인 피험자는 게임의 캐

릭터가 로 의 을 안 하게 건 기 해 피험자 스스로 

안정된 뇌 를 발생 시키도록 노력 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피험자로 하여  스스로 안정 인 뇌 를 발생 할 

수 있게 한다.[3]

(그림 2) 게임 종료 사진

2.1.1 기존 연구 비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는 안정 인 뇌  개발을 한 3D 게임 구

으로 피험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뇌  신호를 안정 으로 

발생시키기 한 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험

당시 피험자의  깜박임, 동자의 움직임, 그리고 근육

의 움직임과 같은 잡 에 쉽게 향을 받아 BCI 시스템을 

한 한 신호의 DB를 구축하기에는 많은 문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깜박임, 동자의 움직

임,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 등에 따른 자동화된 잡 제거 

기술, 얼굴 추 을 통한 안정된 뇌 신호 추출 등을 활용

한 효율 인 뇌  DB구축으로 BCI 시스템을 한 신뢰성 

있는 신호의 DB 구축을 목표로 한다.

2.2 오감자극을 활용한 효율 인 뇌  DB구축 시스템

  본 연구에서 구 한 DB구축 시스템은 안 도를 이용한 

패턴 구분을 확인하기 해 의 움직임에 한 이벤트도 

추가하 다. 각 감각별 지침 수, 각 감각별 상상의 수는 4

가지이며, 본 시스템에서 구 한 뇌  DB는 총 33개의 

Frame으로 청각(2～9Frame), 시각(10～17Frame), 청각+

시각(18～25Frame), 의 움직임(26～33Frame)구간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구 한 사용자 입력기반 뇌  

DB구축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실험이 조합 가능하며, 

자동화된 DB 장 기능을 제공한다. 즉, 문 인 지식이 

없는 실험자에 의해서도 DB형태의 변경이 쉽게 가능하다. 

각 이벤트에 한 시간은 소 트웨어 으로 변경 가능하

며, 재 11, 13, 15, 17 임(3 )을 제외한 모든 임

은 2  구간으로 설정 하 다. 이벤트리스트  지침 련 

임은 피험자가 자신의 생각을 쉽게 집 할 수 있게 

오감자극을 활용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

서 구 한 오감자극을 활용한 뇌  DB구축 시스템에 실

행화면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오감자극을 활용한 뇌  DB구축 사용자 화면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피험자로부터 수집되어진 

뇌  신호는 이벤트리스트에서 지정되어진 frame마다 별

도 장하며 실험자는 이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DB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1]

2.2.1 기존 연구 비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는 오감정보 연상기법을 활용한 뇌  DB구축 

시스템으로 뇌 를 활용한 BCI구 과 사용자 의지에 따른 

활용 시 보다 정확하고 높은 인식률 구 을 하기 한 기

 연구 방안으로 정확하고 효율 인 뇌  DB구축 시스

템을 제안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로컬시스템에서의 뇌

 DB구축 시스템으로 피험자의 치  장소에 한 제

약  용량의 뇌  DB수집 시 한계, 뇌 DB의 신뢰성

이 하되는 문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VoiceXML을 

활용한 Web기반의 뇌  DB구축 시스템 구 으로 피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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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  장소에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하며 용량의 뇌

 DB수집으로 신뢰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3. 오감자극을 활용한 자동화된 온라인 뇌  DB

구축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뇌 를 활용하여 BCI구 을 하기

한 기 연구 방안으로 객 성  신뢰성 있는 자동화된 

온라인 뇌  DB구축 시스템을 구 하 다. 기존의 뇌  

DB구축 시스템은 동일지역에서 DB구축 시 실험에 필요

한 피험자수의 제약으로 인하여 용량의 데이터 수집 시 

한계   신뢰성이 하되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화된 온라인 뇌  

DB구축 시스템을 구 함으로써 피험자의 치  장소에 

제한 없이 뇌  DB수집이 가능하게 하여 용량의 뇌  

DB구축 시스템을 구 하 다. 한, 스펙트로그램 기반의 

실시간 특징벡터 분석에 따른 자동화된 오류 데이터 독 

 얼굴추 기술을 활용하여 객 성  신뢰성을 확보 하

다.

3.1 VoiceXML[4]

  VoiceXML은 AT&T, IBM, 루슨트 테크놀로지, 모토로

라 등 정보통신 분야의 4개 기업에 의해 설립된VXML 

Forum에서 제안한 화형 마크업 언어로써, 오디오, 음성

인식, DTMF, 음성입력, 화 등 음성기반의사용자 인터

페이스 어 리 이션 개발을 해 고안된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문서 형식의 일종이다. 1999년 8월에 

"VoiceXML Forum"에서 버 0.9를 발표한 후, 2000년 3월 

보완하여 버  1.0을 제안하 다. 2000년 5월에 

VoiceXML spec 1.0이 발표되었고, 2001년 8월에 

VoiceXML 2.0 Working Draft가 발표되었다.

  VoiceXML의 장 은 음성서비스 시나리오 작자를 다

양한 문제에서 해방시켜 서비스 내용에만 집 할 수 있게 

해 다. 기존의 음성서비스 구  과정과는 달리

VoiceXML 문서로 음성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한 사람은 

음성 입출력의 기술 인 문제에 해 거의 알 필요가 없

다. 한 시나리오를 통해 달할 정보의 창출과정이나 수

집한 정보의 처리과정은 웹 서버에 연결된DB를 통해 가

능하므로 화 시나리오 작자는 서비스로직으로부터 독

립될 수 있다. 쉬운 작이 가능하고 복잡한 상황을 표

하기에 별다른 어려움 없는 VoiceXML 문법체계 한 

작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자원할당과 반납문제도 인터 리터에서 자동 처리되므

로 작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한, VoiceXML

은 컨텐츠 구축에 소요되는 인력을 크게 여 음성 포털

의 실 을 가능하게 해 다.

3.2 개발환경

  본 논문에서 구 한 자동화된 온라인 뇌  DB구축 시

스템의 OS는   도우 XP professional을 사용하 으며, 

뇌 측정기로부터 Raw Data를 얻기 해 LAXTHA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련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웹서

버는 도우 NT 용 Web 서버인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 5.0을 사용하 다. 사용자 등록과 로

그인 처리, 그리고 수집한 뇌  DB 장 기능을 구 하기 

해 MS-SQL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 하고 사용자 정

보와 수집한 뇌  정보를 DB에 장하기 해 Microsoft 

Access를 사용하 다. PSTN 인터페이스를 해서 Intel 

Dialogic 41JCT/LS를 사용하 고 Interpreter는 KT의 

HUVOIS 1.0을 사용하 다.

3.3 자동화된 온라인 뇌  DB구축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구 한 자동화된 온라인 뇌  DB구축 시

스템은 그림 4에서와 같이 VoiceXML과 연동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뇌 신호를 송 가능하게 하며 서버는 실시간 

제어부를 통한 잡 제거  자동화된 뇌  DB구축 시스

템을 제공한다. 

(그림 4) 자동화된 온라인 뇌  DB구축시스템 구성도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구 한 자동화된 온라인 뇌  

DB구축 시스템의 구성도로 사용자는 PDA를 활용, 

Internet 을 경유하여 Server에 속한다. Server는 사용자

가 선택한 메뉴(Log-in,뇌  데이터수집)로 이동 한 후 뇌

 데이터수집 비를 하며 사용자 비 완료 상태를 확

인한다. 비 완료된 사용자는 뇌  측정 장치를 통한 뇌

 데이터 추출  PDA의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 

추 을 하게 되며 수집되어지는 뇌  데이터  얼굴 추

 데이터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실시간 으로 Server에 

송하게 된다. 송되어진 뇌 데이터의 실시간 스펙트로

그램  사용자 상태(얼굴움직임)분석  결과에 따라 뇌

 데이터의 오류 포함 유/무를 단하게 된다. 의미 있는 

뇌  데이터로 단되어질 시 지속 인 DB구축  사용

자 상태 분석(얼굴추 )을 하게 되지만 오류가 포함된 데

이터로 단되어질 시 Server로 송되어진 뇌  데이터

의 삭제와 더불어 사용자에게 뇌  데이터 송 지  

재 송 요청을 하게 된다. Server는 송 되는 뇌  데이

터의 오류 포함 유/무를 실시간 제어부의 단에 의해 지

속 으로 반복하며 오류가 포함되지 않은 뇌  DB를 구

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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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로 구  되어진 오감자극을 활

용한 뇌  DB구축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온라인 

뇌  DB구축 시스템을 구 하 다. 구 되어진 시스템은 

산화 뇌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뇌 를 측정, PDA를 

통하여 뇌  신호를 서버에 송한다. 수집된 뇌  데이터

는 실시간 제어부에 의해서 자동화된 잡 제거 기술  

오류 데이터 독 기술을 이용, 오류가 포함된 뇌  신호

를 제거하여 컴퓨터로 장한다. 한 보다 효율 인 뇌  

데이터 수집을 하여 뇌  측정 시 사용자 상태분석(얼

굴움직임)을 통한 안정된 뇌  신호를 추출 하도록 한다.

(그림 5) 자동화된 온라인 뇌 DB 구축

  그림 5는 자동화된 온라인 뇌  DB구축 시스템을 활용

하여 서버에 장되어진 뇌  데이터의 각 채 별 스펙트

로그램을 나타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구 한 오감자극을 활용한 자동화된 온라

인 뇌  DB구축 시스템은 기존 뇌  DB구축 시스템의 

문제  분석  이를 개선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자동화

된 온라인 뇌  DB구축 시스템을 구  하 다. 한, 인

터넷  PSTN을 활용하여 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

으며 PDA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얼굴 추 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뇌  데이터 수집 시 피험자의 치 

 장소에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며 객 성  신뢰성 높

은 뇌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향후 구축되어진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 이고 오류 

배제가 가능한 DB구축 시스템 개발과 피험자의 정확한 

지침  효율 인 DB수집 환경제공으로 BCI 련 연구 개

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의 다양한 서비스에 한 실질 인 입력 수단으

로 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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