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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수면케어는 체온, 뇌파와 같은 생체 데이터

를 직접 측정하고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숙면

유도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1-3]. 그중 

하나의 예로 수면 전 사용자의 안구 주위를 온열하는 

온열 마사지 서비스를 들 수 있다[4].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에 따라 만족도도 다르고 효과도 다

르므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5-6]. 이를 

위해 개인식별이 필요하다.

개인을 식별하는데 활용하는 생체 데이터는 안전

도(EOG, Electrooculography), 지문, 뇌파, 홍채, 심

전도, 음성이 있다[7-10]. 특히, 안전도 데이터는 사

용자의 눈 주위의 이마 부근(전두엽)에서 측정하는 

뇌파 데이터이다. 눈을 깜빡일 때 뇌파를 측정하면 

전위(㎶)의 세기가 일정한 형태로 변화한다[11]. 이

러한 특징으로 눈을 깜빡일 때마다 뇌파에서 안전도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실

시간 개인식별이 가능하며, 맞춤형 수면케어 서비스

에도 접목할 수 있다[12].

그러나 기존의 연구 사례는 안전도 데이터와 함께 

측정되는 잡파를 고려하지 않았다. 잡파는 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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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뒤척임, 침 삼킴, 전극선의 흔들림, 접촉 불량,

정전기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오염된 파형을 말

한다[13-14]. 잡파는 안전도 데이터에서 눈 깜빡임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에 방해되어 개인식별의 정확

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실제 서

비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도 데이터와 잡파를 

분리하여 제거하는 필터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필터링 과정을 1차와 2차로 구분하

여 제안한다. 잡파는 순수한 안전도 데이터에 비해 

불규칙적이고 큰 전위를 갖기 때문에 1차 필터링으

로 임계치를 설정하여 벗어나는 데이터를 잡파로 분

리할 수 있다. 2차 필터링에서는 임계치를 벗어나지 

않는 데이터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잡파를 

분리하고 제거한다. 머신러닝 방법 중 하나인 신경망 

모델은 최적화 함수와 손실함수의 미분 값을 이용하

여 전역 최소값을 찾는 과정을 통해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15]. 이 과정에서 신경망 모델은 은닉층

을 학습하는데, 이 은닉층의 파라메터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결정된다. 따라서 2차 필터링을 위한 신경망 

모델에서 최적의 파라메터를 찾아 정의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잡파 필터링 성능을 기준으로 하여 눈 

깜빡임 데이터와 잡파 분리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

의 기본이 되는 안전도 데이터의 특징과 함께 측정되

는 잡파를 정의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을 정의하고 데이터 전처리 방법과 학습과

정, 그리고 잡파 예측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실험과정과 실험 데이터를 기술하며,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눈 깜빡임 데이터와 필터링 실험을 진행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주제에 대

해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안전도 데이터와 눈 깜빡임 특징

안전도 데이터는 눈의 양전위를 갖는 각막과 음전

위를 갖는 망막의 쌍극자 역할 때문에 Fig. 1과 같이 

사용자가 눈을 깜빡이게 되면 전위가 일정한 형태로 

변화한다. 이를 눈 깜빡임 데이터라고 한다. 측정된 

이 데이터는 임계값을 경계로 전위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안구 움직임과 대비되어 쉽게 분류

된다[16].

또한, 무의식으로 하는 비의도적 눈 깜빡임(a)과 

의식하고 하는 의도적 눈 깜빡임(b) 사이에도 전위차

가 존재하므로 의도적 눈 깜빡임 임계값을 경계로 

분류할 수 있다[17]. 이러한 눈 깜빡임 데이터는 사용

자가 의도적으로 쉽게 발생시키고,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벤트 발생을 위한 트리거로도 활용한다. 그 

한 예로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 

눈 깜빡임으로 전동 휠체어를 제어하는 경우이다

[18]. 또한, 의도적인 눈 깜빡임 데이터는 개인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Fig. 1.의 (b)에

서 파형은 양전위를 유지하다가 음전위로 바뀌며 다

시 중성으로 돌아오는데 안구의 크기에 따라 양전위,

음전위의 세기나 지속시간이 달라진다. 이러한 특징

을 통하여 기존의 연구 사례에서 25명의 눈 깜빡임 

데이터로 최대 97.3%의 개인식별 정확도를 얻은 사

례가 있다[16].

그러나 눈 깜빡임 데이터 측정 과정에서 잡파가 

발생하여 섞인다면 잡파를 안전도 데이터의 파형 중 

하나로 오인식 할 수 있어 개인식별 정확도가 떨어지

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도 데이터를 분

석하기 전에 잡파를 필터링하여 제거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2.2 안전도 데이터와 잡파 필터링

잡파를 필터링하는 방법 중 하나로 노치 필터와 

밴드 패스 필터를 이용하여 특정 대역만을 얻거나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패스 필

터를 이용하여 일정 범위의 대역을 추출할 수 있다.

Fig. 2는 기존의 연구 사례에서 안전도 데이터 분석

을 위해 수행한 잡파 필터링 과정이다. 사용자에게서 

측정한 안전도 데이터는 잡파가 섞일 수 있으므로 

잡파 제거를 위한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 Fig. 2의 

Fig. 1. Threshold for eye blink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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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전기 주파수 표준인 60㎐ 대역을 제거하기 위

한 60㎐ 노치 필터가 사용되며 (b)는 안전도 데이터

가 측정되는 세타파 대역을 얻기 위해 0.1㎐ 하이패

스 필터와 14㎐ 로우패스 필터를 적용한다. 이와 같

은 과정으로 잡파가 제거된 안전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눈 깜빡임 데이터를 쉽게 추출할 수 있다.

시선추적을 위해 안전도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

서는 PSL-iEOG2 안전도 측정기기를 사용하며, 60

㎐ 노치필터와 0.05㎐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한다

[19]. 안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키보드를 구현한 연

구에서는 Mindwave 안전도 측정기기를 사용하며 1

㎐ 하이패스 필터와 50㎐ 로우패스 필터를 적용한다

[20]. 체스게임을 위해 안전도 데이터를 측정한 연구

에서는 ActiChamp 안전도 데이터 측정기기를 사용

하며 60㎐ 노치필터와 1㎐ 하이패스 필터와 17㎐ 로

우패스 필터를 적용한다[21].

그러나 안전도 데이터를 측정할 때 잡파가 심하게 

섞인다면 기존의 필터링 방식만으로 잡파를 제거하

기 어렵다. Fig. 3은 사용자의 땀에 의한 잡파가 섞인 

안전도 데이터에 Fig. 2에서 제시한 필터링만 적용한 

결과이다. Fig. 2에서 필터링의 결과로 눈 깜빡임 데

이터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데에 반해 Fig. 3에서는 

잡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눈 깜빡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다. 이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

서 심한 잡파가 발생한다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눈 깜빡임으

로 전동 휠체어를 제어하는 시스템에서 순간적인 잡

파가 발생하여 눈 깜빡임에 대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거나 잡파를 눈 깜빡임으로 오인하여 의도하지 않

은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휠체어에

대한 제어권을 잃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잡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링 과

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도 데이터 

필터링 모델을 제안하고 다음의 연구방법과 실험으

로 잡파 필터링 성능이 우수한 모델의 파라메터를 

찾고자 한다.

3. 안전도 데이터의 인공지능 필터링 모델

3.1 안전도 데이터 필터링 모델

안전도 데이터 필터링 모델은 사용자에게서 측정

한 안전도 데이터에서 눈 깜빡임으로 오인되는 잡파

를 분리하여 잡파가 섞이지 않은 눈 깜빡임 데이터를 

추출하는 모델이다. 이를 위해 모델을 1차 필터링과 

2차 필터링으로 나누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 

필터링으로 안전도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는 잡파

를 제거하며 2차 필터링으로 신경망 모델을 통하여 

잡파가 섞이지 않은 눈 깜빡임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

하고, 그 학습결과로 필터링하는 과정을 Fig. 4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Fig. 4에서 보듯이 User의 뇌파로부터 측정된 원

시 안전도 데이터에 잡파가 섞인다면 눈 깜빡임 데이

터의 추출이 어렵다. 잡파가 섞이지 않은 안전도 데

이터는 -250㎶∼250㎶ 사이의 전위를 갖기 때문에 

1차 필터링 과정에서 -250㎶ 로우패스 필터와 250㎶

하이패스 필터로 잡파를 제거한다.

Fig. 2. Preprocessing process for eye blink data.

Fig. 3. Preprocessed eye blink data with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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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터링으로 제거되지 않은 잡파는 2차 필터링

으로 제거한다. 본 논문에서는 2차 필터링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Fig. 4의 (a)와 같이 눈 깜빡임 특징

(features) 데이터를 이용한다. 이 특징들은 눈을 깜

빡일 때 안전도 데이터로부터 추출할 수 있으며 일정

한 형태의 파형을 갖기 때문에 잡파가 섞인다면 구별

해낼 수 있다. 따라서 User의 눈 깜빡임에서 특징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학습시켜 잡파가 섞인 눈 

깜빡임 데이터를 분리하는 안전도 데이터 필터링 모

델을 통하여 2차 필터링을 수행한다.

Fig. 4의 (b)의 학습과정에서는 활성화 함수, 옵티

마이저, 손실함수와 같은 중요한 파라메터를 선정하

여 신경망 모델에 적용시켜야 한다. 이러한 파라메터

의 선택은 신경망 모델의 분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준다. 따라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파라메터들을 

변경하여 다양한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의 성능을 평

가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파라메터 값을 찾는다. 생성

한 안전도 데이터 필터링 모델은 Fig. 4의 (c)에서 

잡파 분리를 위한 분석과 예측과정에 이용되어 잡파

가 섞이지 않은 눈 깜빡임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한

다. 그러나 머신러닝에서 학습 성능이 우수하려면 무

엇보다도 데이터의 전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3.2 데이터의 측정과 전처리 과정

눈 깜빡임 데이터는 사용자의 이마 부위에 부착된 

전극에서 측정할 수 있는데 Fig. 5와 같은 1주기 파형

으로 나타난다. Fig. 5의 (a)는 눈 깜빡임이 시작되는 

부분이며, (b)는 눈을 완전히 감았을 때 안구가 올라

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의 파형을 보이고 다시 중성

Fig. 4. Electrooculography data filtering model.

Fig. 5. Features of eye blink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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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c)는 눈을 뜨는 과정

에서 안구가 다시 내려와 상대적으로 음의 파형을 

보이다가 안정화되어 중성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만

약 잡파가 섞인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파형은 이와 

같이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한번 눈을 깜빡일 때마다 측정한 

파형에서 10개의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에 필요한 데

이터셋을 구성한다. 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과 

Fig. 5에서 HP는 눈 깜빡임의 시작 지점(a)부터 양의 

파형에 나타나는 최대 피크 전위값으로 정의한다.

LP는 눈 깜빡임 중간 지점(b)부터 음의 파형에 나타

나는 최소 피크 전위값이며, LHPL는 눈 깜빡임 시작 

지점부터 최대 피크를 보이기까지의 시간이다. LLPL

눈 깜빡임 중간 지점부터 최소 피크까지의 시간이며,

LHPG는 눈 깜빡임 시작 지점의 기울기로 정했다.

LLPG는 눈 깜빡임 중간 지점에서 측정한 음의 파형 

시작 기울기이며, RHPG는 눈 깜빡임 중간 지점에서 

측정한 음의 파형으로 바뀌는 지점의 기울기로 정의

한다. RLPG는 눈 깜빡임 종료 지점(c)의 기울기이

며, HPL은 눈 깜빡임 시작 지점부터 눈 깜빡임 중간 

지점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LPL은 

눈 깜빡임 중간 지점부터 눈 깜빡임 종료 지점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한다.

Fig. 5에서 특징 데이터를 얻는 과정은 Fig. 6의 

안전도 원시데이터(raw data)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Fig. 6의 안전도 원시데이터는 눈 

깜빡임에서 음의 파형을 가지는 부분의 데이터이다.

이 중에서 -147.336315209가 최소 피크 전위값을 가

지며 이를 기준으로 전위값이 중성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Fig. 5에서 제시한 LP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특징 추출과정에서 첫 번째 데이터의 

10개 특징 데이터 중 LP에 해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추출된 특징 데이터는 1차 필터링에서 제거하지 

않은 –250㎶∼250㎶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는 최대 500㎶라는 차이를 보이게 하여 특징 데이터 

내에서 각각의 값들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게 한다.

예를 들어 Fig. 6 특징 추출과정의 첫 번째 데이터에

서 HP 값을 보면 1.19490321e+03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데이터에서 HP는 2.10300306e+02,

마지막 데이터에서 HP는 7.00694601e+01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는 안전도 데이터 필터링 모델을 학습할 

때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

서 학습을 위해 각 특징 데이터를 정규화하여 일정 

범위 내로 차이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Z-Dist는 평

균을 0으로 하고 표준편차를 1로 하는 정규화 방법이

다. 이 방법으로 각 특징을 정규화하면 95%의 데이

터가 -1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된다. 이는 모든 특징

의 중요도를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하므로 모델이 학

습하는 데에 있어서 한가지의 특징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여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안전도 데이터 필터링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는 눈 

깜빡임 특징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에 잡파가 포함되

었는지에 대한 라벨 부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눈 깜

빡임을 측정한 오픈 데이터는 잡파가 섞였는지에 대

한 명확한 제시가 되어있지 않아 라벨을 만들 수 없

다. 그래서 눈 깜빡임 데이터를 직접 측정하고 잡파

가 섞였는지에 대한 라벨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눈 깜빡임 데이터를 피지오넷[22]과 같은 오픈 데이

터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접 측정한 데이터

Table 1. Feature table of eye blink data.

Symbol Description

HP Maximum potential value of eye blink data (High Peak)

LP Minimum potential value of eye blink data (Low Peak)

LHPL Distance from start point to maximum value of eye blink data (Left High Peak Length)

LLPL Distance from middle point to minimum value of eye blink data (Left Low Peak Length)

LHPG Slope at start point of eye blink data (Left High Peak Gradient)

LLPG Slope from middle point to minimum value of eye blink data (Left Low Peak Gradient)

RHPG Slope from maximum value to middle point of eye blink data (Right High Peak Gradient)

RLPG Slope at finish point of eye blink data (Right Low Peak Gradient)

HPL Distance from start point to middle point of eye blink data (High Peak Gradient)

LPL Distance from middle point to finish point of eye blink data (Low Peak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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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습과정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부족한 데이터 수

를 보완하려면, 4-겹 교차검증 방식을 학습과정에서 

도입하여 사용한다. 또한, 실험에 사용할 데이터의 

분할비율은 학습 데이터 60%, 검증 데이터 20%, 테

스트 데이터 20%로 하고, 각 데이터셋에 대해 눈 깜

빡임 데이터와 잡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학습과 필

터링 예측과정에서 사용한다.

3.3 학습과정과 필터링 예측과정

학습과정에서는 전처리 된 10개의 특징 데이터를 

입력하여 눈 깜빡임 데이터와 잡파를 분류하는 학습

모델을 생성한다. 이를 위해 입력층의 노드 수는 10

개, 출력층의 노드 수는 2개로 한다.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는 다중 분류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 성능이 

좋다고 평가된 softmax를 사용한다. 학습은 입력층

의 특징 데이터가 은닉층의 노드 값을 변화시키고 

출력층으로 출력된 결과와 라벨을 비교하여 손실 값

만큼 은닉층의 노드 값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은닉층의 구조가 학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습과

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학습을 너무 반복하면 검증 정확도가 낮아지는 과

학습을 보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증 데이터

의 손실 값을 통한 재학습을 도입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재학습을 과학습 방지용으로 활용하여 학습모

델을 생성하고, 준비해 놓은 테스트 데이터로 학습 

모델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다층 신경망에서 우수

한 평가결과를 얻으려면 은닉층의 개수, 적용할 활성

화 함수와 최적화 함수 등 여러 개의 파라메터를 다

르게 적용시켜가며 최적의 성능을 찾는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에서는 중첩된 반복문을 통하여 신경망 

모델이 가질 수 있는 파라메터의 모든 후보를 고려한

다. 그러나 모델이 가질 수 있는 파라메터의 모든 경

우의 수를 학습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선행실험을 통하여 잡파 필터링 성능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준 파라메터 값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활성화 함수로 elu와 selu를 선택하였을 

때에 다른 활성화 함수를 선택하였을 때보다 항상 

낮은 필터링 성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값을 제외한 

파라메터를 고려하여 검증 과정에서 최대 정확도와 

평균 정확도를 분석하는 실험을 통해서 최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4. 실험 및 분석

4.1 실험과정

눈 깜빡임 데이터와 잡파 분리 실험은 눈 깜빡임 

Fig. 6. Preprocessing process for eye blink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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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과정, 학습과정, 그리고 예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학습을 위한 눈 깜빡임 데이터 수

집은 뇌파측정기기를 사용한다. 이때 뇌파측정기기

를 사용자의 이마 부근에 부착하고 이마를 감싸는 

헤드밴드 형태로 고정한다. 전극을 통하여 안전도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1차 필터링을 거친다.

필터링 된 데이터는 특징 데이터와 라벨을 추출하는 

데에 사용된다.

학습과정은 특징 데이터와 라벨을 이용하여 잡파

를 분리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입력층과 출

력층을 정의하고 은닉층의 파라메터를 변경하여 파

라메터에 따른 모델의 성능 표로 정리한다. 파라메터

는 은닉층의 깊이, 은닉층의 노드 수, 은닉층의 활성

화 함수, 그리고 드롭아웃이다. 각각 다른 파라메터

를 갖는 모델 중에서 잡파 필터링에 대한 최적 성능

을 갖는 모델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검증 과정으로 

검증 정확도와 손실률을 기록한다. 이때 과학습되어 

검증 정확도가 낮은 모델은 검증 최대 정확도를 기준

으로 재학습하여 모델을 보완한다. 그 후 각 모델의 

검증 최대 정확도와 평균 정확도를 비교하여 잡파 

필터링 성능을 평가하고 모델을 선택한다.

예측과정은 선택된 모델의 잡파 필터링 성능을 평

가하는 과정이다. 특징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여 나

온 예측결과를 로그 파일 형태로 기록하고 해당 특징 

데이터의 라벨과 비교하여 잡파 필터링 정확도 평가

에 활용한다.

4.2 실험 데이터

눈 깜빡임 데이터 측정에는 뇌파 연구용 실험 키

트인 OpenBCI Ganglion Board를 이용한다[23].

Ganglion Board는 사용자의 이마에 부착된 전극으

로 안전도 데이터를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1차 필터

링을 적용하여 안전도 데이터가 갖는 범위를 벗어난 

잡파를 제거한다. 그 후 사용자가 눈을 깜빡임에 따

라 Fig. 6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특징 데이터를 추출

하여 눈 깜빡임 데이터로 기록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뒤척임과 같은 행위로 노이즈가 섞인 데이터가 추출

된다면 이는 잡파로 기록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Table 2과 같은 실험 데이터

를 얻었다. 실험 데이터는 3명의 사용자에게서 측정

하였다. 사용자는 20대 남성 1명, 30대 남성 1명, 20대 

여성 1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 데이터는 눈 깜빡임 

데이터 2,357개, 잡파가 섞인 눈 깜빡임 데이터 882개

로 총 3,239개의 데이터를 얻었다. 이 중에서 1,960개

는 학습 데이터, 640개는 검증 데이터, 그리고 639개

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잡파가 섞이지 않은 눈 깜빡임 데이터의 라벨을 

0으로 설정하고 잡파가 섞인 눈 깜빡임 데이터는 1로 

정의한다. 그러나 안전도 데이터 필터링 모델의 출력

층의 노드 수가 2이고 활성화 함수가 softmax이므로 

출력층의 예측결과와 라벨을 비교하기 위해 라벨을 

원-핫 인코딩한다. 결과적으로 라벨에서 잡파가 섞

이지 않은 눈 깜빡임 데이터는 [1, 0], 잡파가 섞인 

눈 깜빡임 데이터는 [0, 1]로 전처리된다.

4.3 실험 환경

Fig. 7의 (a)는 뇌파측정기기인 Ganglion Board이

다. Ganglion Board는 눈을 완전히 감싼 형태로 하우

징하여 눈 깜빡임 데이터를 측정하는 사용자의 특정 

물체에 대한 시선 추적을 방지한다. 이를 통하여 안

구 이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Fig. 7의 (a)의 

내부는 Fig. 8과 같다. Fig. 8의 (a)는 Ganglion Board

이다. Ganglion Board는 안대의 내부에 위치하며 

Fig. 8의 (b)와 (c)를 통하여 사용자의 눈 깜빡임 데이

터를 측정한다. (b)는 귓불에 위치하는 이어클립전극

이며 (c)는 사용자의 눈을 감싼 형태로 자연스럽게 

안구 위쪽에 고정되어 사용자의 눈 깜빡임 데이터를 

측정한다.

Table 2. Number of eye blink data partitions.

Data set
Category

Learning data Validation data Test data total

labeled EOG data without noise 1,463 428 466 2,357

labeled EOG data with noise 497 212 173 882

ratio 60% 20% 20% 100%

total 1,960 640 639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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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눈 깜빡임 데이터는 Fig. 7의 (b)의 Ras-

pberry Pi 4 model B에서 구현한 1차 필터링 프로그

램으로 전송된다. 1차 필터링과 2차 필터링은 Ras-

pberry Pi 보드의 커널 Linux raspberrypi 5.4.51에서 

Node.js 8.17.0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2차 필터링의 

안전도 데이터 필터링 모델은 Python 3.6.0과 Keras

2.1.5로 구현하였다. 실제 개발과 결과 확인은 Fig.

7의 (c)에서 확인하였다. Fig. 7의 (c)의 왼쪽은 1차 

필터링 후 눈 깜빡임 특징 데이터를 추출하는 결과 

화면이다. 오른쪽은 모델을 학습하고 이를 평가하는 

화면이다. 이때 모델의 구조, 학습 및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와 손실률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한 소스코드는 1차 필터링과 2차 필터링 모델로 

구분하여 구현한 뒤에 사용하였다[24-25].

4.4 실험 및 성능 분석

학습과정에서 안전도 데이터 필터링 모델을 선택

하기 위해 은닉층의 파라메터를 다르게 적용시킨 모

델을 학습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증 데이터의 최대 

정확도와 평균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학습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면 은닉층의 깊이가 

1이고 노드를 16개로 설정한 뒤, relu 활성화 함수로 

설정한 경우에는 최대 정확도를 0.911로 얻을 수 있

었고 평균 정확도를 0.897로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조건으로 은닉층의 깊이가 3일 때를 보

Fig. 7. Experimental environment and measuring in-

struments.

Fig. 8. Internal structure of eye blink data measuring 

device.

Table 3. Model performance results based on different parameters.

Parameter
No.

Hidden
depth

Number of
nodes

Activation
function

Dropout
Accuracy
max.

Accuracy
avg.

1 1 (16) relu 0 0.911 0.897

2 1 (32) relu 0.1 0.91 0.9

3 1 (16) sigmoid 0 0.896 0.863

4 1 (32) sigmoid 0.1 0.903 0.874

5 2 (16, 16) relu 0 0.908 0.887

6 2 (32, 16) relu 0.1 0.903 0.89

7 2 (16, 16) sigmoid 0 0.904 0.865

8 2 (32, 16) sigmoid 0.1 0.896 0.864

9 3 (16, 8, 8) relu 0 0.943 0.925

10 3 (32, 16, 8) relu 0.1 0.943 0.927

11 3 (16, 8, 8) sigmoid 0 0.926 0.859

12 3 (32, 16, 8) sigmoid 0.1 0.923 0.881

13 4 (16, 8, 4, 4) relu 0 0.916 0.889

14 4 (32, 16, 8, 4) relu 0.1 0.925 0.902

15 4 (16, 8, 4, 4) sigmoid 0 0.906 0.803

16 4 (32, 16, 8, 4) sigmoid 0.1 0.908 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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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검증 데이터의 최대 정확도가 94.3%, 94.3%, 92.6

%, 92.3%로 나타나 은닉층의 깊이가 1, 2, 4인 경우와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활성화 함수로 relu를 선택하였을 때 sig-

moid를 선택한 경우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

러나 드롭아웃의 경우, 다른 조건이 같았을 때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9는 Table 3에서 잡파 분리 정확도에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던 은닉층의 깊이에 따른 ROC(Re-

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이다. ROC 곡

선은 정답을 정답으로 판정하는 민감도와 정답을 오

답으로 판정하는 특이도를 통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

가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모델의 잡파 필터링 

성능을 평가하였다. Fig. 9에서 은닉층의 깊이가 1일 

때 잡파 필터링 성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은닉층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잡파 필터링 성능

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은닉층의 깊이가 

4인 경우 잡파 필터링 성능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은

닉층의 깊이가 1일 때와 비슷한 잡파 필터링 성능을 

보였다. 이는 모델 학습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과적

합되어 필터링 성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은닉층의 깊이가 3일 경우 잡

파 필터링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므로 예

측과정을 위한 은닉층의 깊이로 3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예측과정은 Table 3의 잡파 분리 정확도와 Fig.

9의 ROC 곡선을 기반으로 모델 선택 후 잡파 필터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파라메터로 은닉층의 깊이는 

3, 활성화 함수는 relu, 드롭아웃은 0.1로 통일하였다.

드롭아웃은 3개의 은닉층에 모두 적용하여 모델의 

학습률을 조절하였다. 그 후 각 은닉층의 노드 수를 

변경하며 눈 깜빡임 데이터와 잡파 분리에 대한 오차 

행렬을 작성하였다.

Table 4의 긍정 대답은 잡파가 섞이지 않은 눈 깜

빡임 데이터이고 부정 대답은 잡파가 섞인 눈 깜빡임 

데이터이다. 예를 들어 각 은닉층의 노드 수가 (32,

8, 8)인 모델에서 눈 깜빡임 데이터를 눈 깜빡임 데이

터로 판단한 경우는 445개, 눈 깜빡임 데이터를 잡파

로 판단한 경우는 21개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은

닉층의 노드의 수가 (32, 32, 16)인 경우에 안전도 데

이터 필터링 모델의 최대 정확도인 95.7%를 얻을 수

가 있었다.

5. 결  론

최근의 수면케어 서비스는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

를 측정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그중에서도 안전도 데이터는 수면 단계 분석이나 

개인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안전도 데이터 측정 과정에서 여러 가

지 노이즈가 섞여 잡파가 발생할 경우 개인식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잡파를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전도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눈 깜빡임 데이터와 잡파가 

섞여 데이터 분석에 방해되는 눈 깜빡임 데이터를 

분류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실제 서비스 환경과 비

슷한 곳에서 사용자의 안전도를 측정한 후 이를 분류

Fig. 9. Noise filtering performance ROC curve.

Table 4. Noise filtering performance confusion matrix.

Number of nodes

Result

(32, 8, 8) (32, 16, 8) (32, 16, 16) (32, 32, 16)

Pos. Neg. Pos. Neg. Pos. Neg. Pos. Neg.

Positive 445 12 439 6 442 11 455 16

Negative 21 161 27 167 24 162 11 157

Accuracy(%) 94.8 94.8 94.5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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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험을 통해 제안한 모델이 잡파를 분리하는 

데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3개의 은닉층을 사용

하여 95.7%의 평균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 필

터링 학습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활용한다면 개인식

별의 정확도를 높여 사용자에게 좀 더 품질높은 수면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환경과 불특

정 다수의 눈 깜빡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향후 연구에서 고려한다면 좀 더 범용

적이고 분리 성능이 우수한 안전도 데이터 필터링 

모델을 통한 개인식별 및 수면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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