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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

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다. 한국표준 질병분류

체계(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에서도 수면장애(sleep disorders)를 질병코드 

G47로 분류하고 있다. G47의 소분류에는 불면증관

련 질병(G47.0)과 수면각성장애(G47.2)가 있다. 충분

한 수면은 사람의 건강과 활력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

라 여러 가지 인체의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수면을 적절히 취하지 못할 경우 일상생활에

서의 피로감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심할 경우에

는 만성피로, 치매,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수

면 장애율이 증가될수록 수면케어의 필요성도 높아

지고 있다[1-2].

효과적인 수면케어가 되려면 수면케어 서비스가 

접근성이 좋고 심리적 부담이 없어야하며 편안함을 

제공하는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한다. 현재의 수면케

어 서비스에서는 대체적으로 음향, 온열, 빛, 촉각의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촉각과, 빛, 온열의 요소는 수

면의 유도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지만 자극의 개

인차가 심하고 자극의 강도가 개인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한다[3-5]. 그러나 수면유도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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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는 음향을 이용한 수면케어는 위의 언급한 사

용자에게 심리적 부담이 없고 접근성이 좋으며 편안

함을 제공하기에 수면케어의 컨텐츠로써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현재 음향을 이용한 수면케어시스템

은 수면케어에 도움이 되는 음향을 일방적으로 제공

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수면케어의 

제공은 사용자의 개인별 차이와 효과를 고려하지 않

고 있다. 그래서 사용자는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음향의 종류를 직접 찾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크

게 세 가지 단점이 있다. 첫 번째, 수면관리를 접하는

데 있어 사용자는 어떤 음향이 자신과 적합한지 선택

하기 위해 고민하고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수

면관리를 접하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를 받기 전

까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주어 

관리의 지속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 사용자의 심리

적 성향으로 선택한 음향이 신체적 측면에서도 효과

가 있는것인지 신뢰성이 부족하다. 세 번째, 실시간

으로 변하는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 반응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처음 각성된 상태에서 음향을 들

었을 때에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용자 상태가 

이완이 되고 수면에 들기 시작하는 상태가 되면 처음 

제공된 음향은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

라서 음향을 이용한 수면케어의 제공에 있어 사용자

에 따른 개인 맞춤형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6].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수면유도음향(Sleep Induction Sound, SIS)를 수면

케어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SIS에 적합한 음향으로써 ASMR(Autonomous Sen-

sory Meridian Response), 핑크 노이즈가 있다.

ASMR은 인간의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사용자 상태

를 안정시켜주고 수면유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7-10]. 핑크 노이즈는 여러가지 노이즈 기법 중 하나

로 특히 수면지연 시간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다

[11-1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IS를 이용하여 수면

유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SIS 시스템이라고 정의

하고 이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SIS 시스템은 뇌파

(ElectroEncephaloGraphy, EEG) 데이터를 활용하

여 사용자의 개인별 실시간 뇌의 활성도 상태, 적용

된 음향의 재생 효과, 사용자의 의도적인 음향 선택 

과정을 통해 유추한 개인별 음향 선호도(Preference)

를 가지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SIS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뇌파측정 기기로부

터 뇌파, 개인인증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필요하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SIS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실

시간 상태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음향효과를 도출하

고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음향을 판단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IS 모델을 제안하며 그 과정에서 개

인 맞춤형 수면유도음향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장의 관련연구에서 뇌파 데이터의 우

세파형을 추출하는 방법과 추출된 파형으로 사람의 

수면상태를 유추하는 방법을 고찰하였고, SIS 시스

템에서 제공되는 수면유도음향의 효과와 특성에 대

해 탐구하였다. 3장에서는 SIS 모델을 제안하여 사

용자의 뇌파 데이터에 따라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수면유도 음향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

서는 이를 기반으로 SIS 시스템이 수면유도와 숙면

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그 효용

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음향제어 시스템에 대한 기존 연구

기존에도 ASMR을 이용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져 왔다. Fig. 1에서 보면 헤드셋(EEG Headset)으로,

집중도(Attention), 명상도(Meditation) 데이터를 측

정하여 SVM(Support Vector Machine)으로 사용자

의 정신건강상태와 눈 깜빡임에 따라 ASMR 콘텐츠

를 제어하는 사례이다.

ASMR 제어 알고리즘의 제어 요소는 SVM 분류

기로부터 도출된 사용자의 건상상태와 눈 깜박임이

다. 사용자의 건강상태가 좋다면 ASMR를 제공할 필

요가 없고 건강상태가 나쁘다면 ASMR가 사용자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또한 사용자의 건강상태

가 나쁘다고 판단하여 ASMR이 재생이 진행되고 있

는 상태라면 눈 깜빡임에 따라 ASMR 재생을 제어한

다. 이 사례의 경우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를 

목적으로 ASMR 컨텐츠를 이용하였다. 이 경우에는 

Fig. 1. Control method of ASMR cont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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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휴식시간에 사용자의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이다[14].

ASMR 컨텐츠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ASMR 별 각

기 다른 특징과 효과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 EEG에 따른 건강상태 판단을 나쁨과 좋음으

로 판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개인별 다르게 나타나는 

ASMR의 효과와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

하고 다양한 ASMR 컨텐츠들를 제공, 제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신뢰성있는 기준을 이용한다면 더

욱 다양한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그 기준으로써 뇌

의 활성화 정도를 알 수 있는 우세파형을 이용한다면 

사용자상태를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2.2 EEG 데이터의 우세파형 추출

뇌파에 있어서 우세파형이란 뇌에 상대적으로 많

이 활성화된 파형을 의미하며 뇌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우세파형을 추출

하기 위해 우선 뇌파 측정 기기를 통해 EEG를 측정

해야 한다. 뇌파 측정 기기로 들어온 EEG데이터는 

Fig. 2의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으로 시간에 의존된 EEG데이터를 주파수 성분

으로 분해하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FFT는 

정현파 진동에 해석에 효과적이나 랜덤 진동에는 불

안정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한 파워 스펙트럼

(Power Spectrum Density, PSD) 방식을 많이 사용

한다. PSD는 FFT의 각 주파수 빈(Bin)에 복소 공액

(complex conjugate)을 곱하여 계산된다. 이를 통해 

진폭 값을 주파수 빈 폭으로 정규화 하여 서로 다른 

신호 길이를 갖는 임의의 진동 신호를 정확하게 비교

할 수 있다. PSD는 뇌파의 우세한 파형을 비교하기 

위한 상대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는 용도 쓰인다. 파

워 스펙트럼의 파형별 평균을 구함으로서 상대적인 

주파수 파워 비교가 가능하다.

상대 파워 스펙트럼은 EEG뇌파를 수치화 하는데 

많이 쓰이는 기법으로 뇌파의 Delta(∆), Theta(θ),

Alpha(α), Beta(β) 주파수 대역별 상대적인 활성도

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7-8][15-16].

Table 1는 도출된 상대 파워 스펙트럼 대역별 사

용자 상태 특징을 정리한 표이다. Beta, Alpha, Theta,

Delta 순으로 EEG파형의 주파수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안정 및 수면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eta파의 경우 집중, 흥분, 긴장, 각성의 경우에 

검출되는 파형이다. 이 파형은 사람이 신체적 운동을 

하거나 활동 중 이라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Alpha파의 경우 편안한 이완효과를 사람이 느끼는 

상태이다. Theta파는 졸음 및 얕은 수면상태에 나타

나는 파형이다. Delta파 이하의 느린 EEG 신호를 서

파라고 칭하고 깊은 수면 중에 검출되는 뇌파이다

[6-8][10][17-18]. 특히 ASMR과 핑크 노이즈에는 

세타파 이하의 느린 서파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이완뿐만 아니라 수면유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가 있다[11-13]. 이러한 이유로 ASMR과 핑크 노

이즈는 수면케어에도 적합하다.

2.3 수면유도음향

다양한 ASMR은 자율감각 쾌감반응이라는 뜻으

로 인간의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각성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사용자를 안정시켜주고 수면유도에도 탁월

한 효과가 있다. ASMR음향은 음향마다 각기 다른 

효과별 특성을 갖는다. Table 2은 사용자에 미치는 

효과 별 ASMR음향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2에서

는 ASMR음향의 효과를 3가지 카테고리(집중, 편안

/이완, 숙면유도)로 나눈다[7-9].

예를 들어 부직포 긁는 소리(Non-woven scrap-

ing)는 집중에 효과가 있으며 장작타는 소리(Fire-

wood burning)는 수면유도에 효과가 있다[7-8].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집중 카테고리의 소리들이 수면

Table 1. Characteristics of EEG frequency bands

Band type
Frequency
band

Characteristics

Delta(θ) 0-4Hz deep sleep

Theta(θ) 4-8Hz drowsiness, shallow sleep

Alpha(α) 8-13Hz relaxation, comfort

Beta(β) 13-30Hz concentration, awakeningFig. 2. Functional process of F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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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카테고리의 소리들에 비해 알파파와 베타파의 

비율이 높다. 이런 경우에 적합한 사용자는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만 베타파나 서

파가 우세파형인 사람에게는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적절치 않는다. 그러므로 뇌파를 이루는 

성분을 추정하면 개인의 수면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적절한 음향(소리)제어로 수면유도가 가능한 개인 맞

춤형 수면유도음향 제어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3. 개인맞춤형 수면유도음향(SIS) 제어시스템

3.1 서비스 개요

SIS 제어시스템 모델로 사용자의 뇌파데이터를 

이용하여, SIS 시스템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수

면유도음향을 제어하도록 제안한다. Fig. 3에서 보듯

이 SIS 시스템은 뇌파측정 기기(Brain wave meas-

urement device) 로부터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뇌파

특성 데이터와 개인인증(Personal Authentication)

을 수신한다. 데이터 값에 따라 SIS 제어시스템은 

음향이 개인에 미치는 효과(effect)와 선호도(pref-

erence)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수면입면의 최단 시간

이 걸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목표 지연시간(latency)

을 파악하여 음향 제어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사용자가 안정을 찾고 최단의 입면시간을 

유도하는 음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Fig.

4에 있다.

Fig. 4의 경우 만약 사용자가 각성된 상태라면 가

벼운 집중에 도움이 되는 ASMR을 제공하여 사용자

의 각성된 상태에서 진정된 상태로의 변환을 목표로 

한다. 만약 사용자가 약한 이완된 상태라면 좀 더 깊

은 이완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는 ASMR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깊은 이완의 상태가 되면 입면 준비

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입면시간의 단축에 효과가 있

는 핑크 노이즈를 제공 한다. 여기서 핑크 노이즈는 

입면 후 깊은수면 상태인 NREM(Non Rapid Eye

Movement) 이 되면 음향 재생을 멈춘다. 그 이유는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외부의 자극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작을 하려면 

사용자 상태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개인맞춤화 과정이 필요하고 이 모든 과정을 제어하

는 제어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SIS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3.2 SIS 시스템 구성

제안한 시스템이 정확히 동작하기 위해 SIS 시스

템을 Fig. 5와 같이 구성되도록 설계한다. 우선, 뇌파

측정 기기에서 측정한 뇌파 데이터를 수신하여 데이

터파일을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형태

로 변환하여 사용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입력 데이터

로 사용한다. 이후 수면상태 분석모듈(Sleep state)

모듈에서는 수신된 뇌파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사용

자의 상태를 판단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현재 필요

한 음향의 카테고리를 결정한다.

음향의 카테고리는 관련연구에서 제시한 ASMR

Table 2. Feature of ASMR table for effect

Concentration Comfort/Relax Sleep induction

Non-woven scraping Wood knocking Firewood burning

Soap scraping Bottle knocking Pink noise

Scrubber crumpling Hair cutting

Vinyl crumpling Raining

Men whisper Women whisper

Fig. 3. SIS system model.

Fig. 4. Service scenario for three states between awake 

and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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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효과와 특징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 후 개인 맞춤

형모듈(Customization)에서 사용자 상태를 모니터

링하면서 음향에 대한 latency 측정과 효과의 판단하

고 마지막으로 음향제어모듈(Sound control)을 통해 

선호도의 반영과 함께 그에 따른 음향을 제어하도록 

한다. 다음 절에서 각 모듈별로 상세하게 정의한다.

3.3 수면상태 분석모듈

Fig. 6은 수면상태 분석모듈에서 수행할 처리과정

이다. 우선 블루투스수신(Bluetooth receive)과정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뇌파측정기기로부터 측정된 

뇌파데이터를 처리한다. 수신된 데이터는 개인 인증

된 사용자 ID과 사용자의 EEG 데이터로 구성되고 

JSON 포맷으로 재가공한다.

그 후 우세파형 판단(Decision superior of EEG)

과정을 통해 EEG의 우세파형을 판단한다. 뇌파의 우

세파형을 통해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수면 상태(Check

sleep state)를 판단한다. 예를들어 깊은 수면상태에

서 포착되는 델타파와 세타파가 우세하다면 사용자

가 수면 중이라고 판단한다. 만약 수면 중으로 판단

되면 SIS음향을 선택하지 않고 재생을 멈춘다. 수면 

중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현재 상태에 맞는 음향 카테

고리를 결정한다.

현재 사용자의 상태판단(Check user state)은 우

세파형의 조합으로 완전이완(Perfect Relax), 보통이

완(Normal Relax), 보통각성(Normal Awake), 완전

각성(Perfect Awake) 4가지 형태로 나눈다. 완전이

완은 주로 델타파, 알파파, 세타파의 파형이 지배적

이고 베타파가 없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사용자가 

수면이 들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보통 이완 상

태는 세타파 이하의 서파량이 우세하지만 베타파도 

검출되는 파형이다. 이 상태는 사용자가 휴식을 취하

는 상태를 나타낸다. 보통각성은 알파파가 지배적인 

파형으로 약간의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명상을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완전각성의 경우 베타파가 지배적

Fig. 5. Tree modules configuration for SIS system.

Fig. 6. Functional process of sleep stat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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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파형으로 운동을 하거나 신체적 활동을 하는 상태

를 나타낸다. 이후 카테고리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앞

서 판단된 사용자의 상태에 도움이 되는 음향의 종류

들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수면유도음향의 카테고리

는 Comfort, Relax, Sleep Induction 3가지 카테고리

로 분류하고 중 사용자 상태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

한다. 그 후 선택된 카테고리 정보를 개인맞춤형 모

듈로 전달한다.

3.4 개인맞춤형 모듈

Fig. 7의 개인맞춤형 모듈은 수면상태 분석모듈을 

통해 선택된 카테고리의 음향들에 효과성과 효율성

을 기준으로 우선순위(Priority)를 부여하여 개인에

게 최적화된 음향을 판단한다.

우선, 선택된 카테고리 음향의 정보에 latency 값

이 아직 측정되지 않았다면 null값을 채운다. null값

이 존재하는 음향을 우선적으로 랜덤 재생한다. 이는 

아직 사용자가 느끼는 효과와 반응을 판단하기 어렵

기 때문에 테스트 측면에서 음향의 효과성과 효율성

을 판단하기 위해 재생하는 것이다.

음향이 재생하게 되면 현재 사용자의 상태에 따른 

목표를 세운다. 예를 들어 사용자 상태가 현재 완전 

각성중인 상태라면 목표는 보통각성의 상태 혹은 그 

이하의 이완된 상태로 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현재 사용자 상태보다 더욱 이완되는 상태를 목표의 

기준을 세운다. 목표달성을 체크하기 위해 사용자 상

태와 의미가 상통하는 앞서 판단된 카테고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한다. 카운팅 된 카테고리 카운팅 

숫자가 우세한 카테고리가 현재 사용자 상태 및 현재 

필요한 음향의 카테고리를 의미한다. 만약 사용자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이완되었다면 카운팅 하던 중 

상태가 목표 상태로 도달한 시점의 시간을 DB에 la-

tency값으로 저장한다. 즉 latency 값은 선택된 음향

으로 목표 상태에 도달한 시간을 의미한다. 만약 카

운팅 도중 변화가 없을 경우 효과 없음을 판단하고 

재생 곡의 우선순위를 감소시키고 같은 카테고리 내

의 다른 곡을 선택한다. 만약 사용자 상태가 기존보

다 더 각성되었다면 효과 악화라는 판단을 하고 현재 

재생 곡의 우선순위를 효과 감소시키며 각성된 상태

의 카테고리 중 우선순위가 높은 음향을 재생한다.

이로 인해 수면유도 음향이 개인에 미치는 효과성의 

검증과정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효율성의 측면

에 있어 목표 상태에 도달했더라도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인 latency를 비교하여 최단시간으로 사용자가 

이완상태가 되고 수면이 유도되도록 한다. 이렇게 사

용자의 상태와 효과, 효율성 측면을 반영하여 선택된 

Fig. 7. Functional process of customiza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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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정보는 음향제어 모듈로 넘어간다.

3.5 음향제어 모듈

음향제어 모듈은 개인맞춤형모듈에서 선택된 음

향을 제어하는 모듈이다. Fig. 8를 보면 선택된 음향

은 DB의 디렉토리 정보로 파일을 읽어서 카테고리 

별 재생 목록(Play List)를 만든다. 이 리스트는 사용

자가 버튼을 통해 다음 곡으로 넘기거나 개인맞춤형 

과정을 통해 다른 곡을 선택하게 될 경우를 위해 우

선순위 별로 리스트를 만든다.

SIS 시스템은 버튼이 두 개의 버튼으로 시스템을 

제어한다. 버튼은 버튼1과 버튼2로 구성되어있는데,

버튼1 또는 2를 동시에 3초 이상 누를 경우 전원 on/

off를 하고 버튼1과 2를 동시에 3초 이상 누른다면 

환경설정 파일을 통해 시스템 리셋을 한다. 그리고 

버튼1 또는 버튼2를 2초 이하로 한번 씩 누르면 현재 

재생중인 음향의 불륨을 조정한다.

버튼1 또는 버튼2를 2초 이하의 시간동안 터치 카

운트 2번이면 현재 선택된 카테고리 내에 다른 곡으

로 변경한다. 이 과정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음향을 

스스로 찾는 과정으로 사용자가 개인별 음향에 느끼

는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과정이다. 예를들어 버

튼을 통해 사용자가 카테고리 내에 다른 음향으로 

변경하면 10초가 지난 후 변경한 음향이 변경이 되었

는지 유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한다. 만약 유지가 되

었다면 현재 유지된 음향은 사용자의 의지로 선택한 

음향이라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음향이라

고 판단할 수 있다. 그 후 사용자가 선택한 음향의 

우선순위를 증가하여 DB에 저장한다. 만약 음향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벤트를 무시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수면유도음향 제공에 있어 사용자의 선호도

를 반영하였다.

SIS 시스템은 위에 언급한 모듈간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통해 실시간 개인 맞춤형 음향제어를 제공한

다. Fig. 9은 모듈간의 데이터 처리과정과 데이터 흐

름을 나타낸다.

Fig. 9을 보면 사용자가 착용한 뇌파측정 기기로

부터 뇌파 데이터와 사용자 아이디가 SIS 시스템의 

음향제어모듈로 전달한다. 음향제어모듈에서는 뇌

파데이터의 우세파형을 분류한다. 분류한 우세파형

은 수면상태분석모듈을 통해 사용자가 현재 어떤 상

태인지 판단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어떤 카테고리

의 음향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되고 깊은 수면중으로 

판단되면 음향 재생을 멈춘다. 깊은 수면중이 아니라

면 판단된 카테고리는 개인맞춤형모듈에서 음향의 

개인차에 따른 효과와 효율성 측정하기 위해 latency

를 체크하고 음향이 효과성을 체크한다. 이를 기반으

로 음향이 선택되고 latency와 priority를 DB에 저장

Fig. 8. Functional process of sound control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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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후 음향제어모듈을 통해 사용자 조작에 따

른 선호도를 참조한다. 사용자의 선호도 또한 음향의 

priority에 반영하여 DB에 저장한다. 그 결과 선택된 

음향은 스피커를 통해 출력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SIS 시스템이 개인의 수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수치 값을 측정하였다. Fig. 10에서 

보듯이 뇌파측정전극(4)을 뇌파측정기기(1)에 연결

하여 전두엽 부분인 이마에 부착하였다. 실험에 사용

한 뇌파측정기기는 오픈소스 개발툴킷인 OpenBCI

에서 제공하는 Ganglion 보드를 이용하였다. Gan-

glion 보드는 블루투스로 측정된 EEG 데이터를 60

Hz 간격으로 PC(2)로 전송한다. PC는 EEG 데이터

에서 상대파워 스펙트럼 값을 추출하여 2초 간격으

로 웹기반의 전송모듈을 개발하여 Raspberry pi 보

드(3)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SIS

시스템이 바로 (3)에서 구동되며 이것을 이용하여 

SIS 시스템 동작하도록 하여 분석된 뇌파데이터를 

이용하여 수면유도 음향이 스피커(5)로 출력될 수 있

도록 실시간 제어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SIS 시스템

을 적용한 이후 사용자의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뇌파 

값을 측정하여 얼마만큼의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는

지 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Ganglion board와 Raspberry pi의 

하드웨어 환경과 소프트웨어 환경은 Table 3과 같다.

Ganglion 는 3.3V to 12V의 전력이 필요하며, 블루투

Fig. 9. Sequence control between device and three modules in SIS system.

Fig. 10. Experiment environments for SIS system.



21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3권 제2호(2020. 2)

스4.2는  Simblee BLE Radio module 방식을 제공하

고 있다. Raspberry pi내에 구현된 SIS시스템은 

Node.js 12.13.1을 사용하였다.

Fig. 11는 PC의 화면이다. 오른쪽 그래프는 Gan-

glion으로 측정된 뇌파데이터의 주파수별 파워를 가

시적으로 보여주는 OpenBCI 프로그램이다. 왼쪽 상

단의 콘솔창의 경우 Ganglion을 통해 전송된 EEG데

이터를 JSON형식으로 PC의 저장하는 과정이다.

왼쪽 가운데에 위치한 콘솔창의 경우 Ganglion에

서 PC로 전송된 EEG 데이터를 HTTP을 이용해 통

해 Raspberry pi에 전송하는 과정이다. 왼쪽 하단의 

콘솔창의 경우 SSH 통신을 통해 라즈베리파이에 접

속 중인상태이고 PC에서 송신한 EEG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수신 받는다. Raspberry pi은 수신 받은 

EEG 데이터로 SIS 시스템은 작동한다.

실험에는 20대 남자 3명(user1∼user3), 50대 남자 

1명(user4) 50대 여성 1명(user5)이 참여하였다. 각 

사용자마다 SIS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면이 들고 수

면에 깰 때 까지 3번 반복 측정 하였고 비교 실험을 

위해 SIS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면에 들고 수면

에 깰 때 까지 3번 반복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총 실

험 횟수는 30회이고 1회 실험당 평균 3.7시간이 소요

되었다. 그 후 누적된 측정값의 평균을 계산하여 수

치화하였다.

4.2 실험과정

실험은 SIS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효과의 

신뢰성을 증명하였다. 측정한 사용자 뇌파데이터의 

변화양상을 모니터링하여 SIS 시스템의 사용자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을 증명하였다. 실험은 두 가지 

실험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무음

대비 수면 입면시간 비교 실험이고 두 번째 실험은 

Table 3. Experiment environments details

Item Hardware environments Item Software environments

Model Ganglion Board Raspberry Pi Model PC Raspberry pi

Dimensions 2.41“ × 2.41” 82“ × 56” × 19.5“ OS Window 10 Raspbian v-4.19

Power 3.3V to 12V 3.3V to 12V
program

Node v-12.13.1 Node v-12.13.1

BLE Simblee BLE Radio module Bluetooth 4.2 Java v-13.0.1

Fig. 11. Operating 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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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 대비 EEG 서파량 비교 실험이다. 첫 번쨰 실험

은 무음대비 수면 입면시간 비교실험에서는 사용자

가 깊은 잠들 때 우세하게 나오는 파형인 델타파 세

타파의 비율에 따라 수면 입면의 시점을 측정하여 

SIS 시스템을 적용하였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의 수면 입면시간의 단축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이다.

두 번째 실험인 무음 대비 EEG 서파량 비교 실험은 

뇌파의 서파인 세타파 이하의 느린 파형의 뇌파의 

양을 측정하는 하여 비교하는 실험이다. 서파량이 증

가한다는 의미는 깊은 숙면에 취했다는 의미를 내포

하고 또한 각성된 상태라면 서파량의 증가는 뇌의 

휴식 및 이완을 의미한다. 그래서 SIS 시스템이 사용

자의 이완과 깊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측정하는 

실험이다.

4.3 실험결과 및 평가 

Fig. 12를 보면 실험 시나라오에 따라 제안된 첫 

번째 실험인 SIS 시스템을 이용한 무음 대비 수면 

입면시간 비교 실험의 결과이다.

가로축의 exp(-) SIS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대

조군이고 exp(+)는 SIS 시스템을 적용한 실험군이

다. 세로축의 Sleep latency는 분(min)단위로 수면에 

입면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user4의 경우 입

면시간이 15분 단축이 되어 가장 효과가 좋았다. 반

대로 user2의 경우 시스템 적용 전과후의 입면단축

시간이 1분 미만으로 제일 효과가 미비했다. 총 5명

의 실험자중 4명이 수면 입면시간 단축에 효과를 보

였고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수면 입면시간이 평균 

8분 단축되었다. 이는 SIS 시스템은 수면유도와 숙

면 입면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Fig. 13는 두 번째 실험인 무음 대비 EEG 서파량 

비교 실험의 결과이다. 가로축의 exp(-) SIS 시스템

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이고 exp(+)는 SIS 시스템

을 적용한 실험군이다. 세로축은 누적된 서파량에 평

균구하여 수차화한 것 이다. 실험 결과를 보면 user4

의 경우 시스템 적용 전과 후의 서파량이 38% 증가

하여 효과가 가장 좋았다. 반면 user5의 경우 시스템 

적용 전과 후의 서파량이 10% 증가로 제일 효과가 

미비했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평균 21%의 서파량 

증가를 보였다. 이는 SIS 시스템이 뇌파의 서파를 

유도하여 뇌의 휴식과 깊은 숙면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면유도음향을 이용하여 뇌파데

이터 기반 실시간 개인 맞춤형 SIS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기존의 일괄적이고 일방적인 수면케어와 달리 

사용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사용자에 적

합한 수면유도음향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SIS 시스

템은 사용자의 숙면과 수면 입면시간을 단축하고 개

인마다의 각기 다른 효과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최적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미치는 효과의 유효

성을 확인하기 위해 라즈베리파이 기반의 SIS 시스

템을 구현하였으며 구현된 환경에서 무음 대비 수면 

입면시간 비교 실험과 무음 대비 EEG 서파량 비교 

실험을 시행하였다. 무음 대비 수면 입면시간 비교 

Fig. 12. Sleep latency time compared exp(-) to exp(+) 

in case of user1 , user2 , user3 , user4 

, user 5 .

Fig. 13. Quantity of slow wave compared exp (-) to ex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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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는 5 사용자중 4명이 수면 입면시간에 단축

이 되었고 단축된 시간은 평균 8분의 단축효과가 있

었다. 무음 대비 EEG 서파량 비교 실험에서는 SIS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사용자의 서파가 5명중 5명이 

서파량이 증진되었고 실험군은 대조군대비 평균 

21%가 증가하였다. 이는 SIS 시스템이 수면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수면유도음향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더욱 다양한 수면유도음향의 효

과가 입증된다면 사용자에게 더욱 세밀하고 효과적

인 SIS 시스템 제공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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