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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증을 한 뇌 의 재 성에 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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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개인인증 시 활용 가능한 EEG 신호의 주 수 역을 확인하기 하여 뇌  측정을 통해 분

석한 결과를 제시하 다. 시각 과제의 유무에 따라 개안 상태와 폐안 상태로 구분하여 뇌 를 측정하 으며, 

이를 델타 , 세타 , 알 , SMR , 간베타 , 베타   감마 의 7종류의 주 수 역으로 나 어 시간

에 따른 워의 변동이 가장 작은 주 수 역을 찰하 다. 본 논문의 결과에서는 개안 상태와 폐안 상태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간의 집 과 련한 SMR   간베타 가 시간에 따른 워의 

변동이 가장 작게 찰되었기에 재 성이 높은 주 수 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ed the results of analysis through EEG measurement for the purpose of checking the 

frequency band of EEG signals that can be used for personal authentication. The measurement status was divided into 

the open-eye state and the closed-eye state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n optical task. The data 

measured in the EEG experiments was divided into seven frequency bands : delta waves, theta waves, alpha waves, 

SMR waves, mid-beta waves, beta waves and gamma waves to identify the frequency band with the smallest power 

fluctuation over time. In our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open-eye state and the closed-eye 

state, and the SMR waves and mid-beta waves related to human concentration had the smallest fluctuation in power 

over time, and were a highly reproducible frequency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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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생체 인식 기술은 스마트폰, 융, 컴퓨터 보안, 

출입국 리 등 다양한 분야에 용되어 사용되고 있으

며 인식 가능한 생체의 범 도 확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1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생체인증 

시장  망에 따르면, 다수의 시장조사 업체에서 세계 

바이오 인증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상하

고 있다. 하지만 간편하고 분실 험이 없어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생체 인식 기술의 보안성이 낮다는 문제 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를 들어, 실리콘으로 만든 가

짜 지문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여 추가 수당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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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건 사례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마다 고유한 신체  특징을 활용한 생체 인식 기술

을 조하거나 변조하는 에 한 우려는 항상 존재

한다. 실제로 생체정보를 이용한 개인인증 시스템이 사

람에 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식별한다고 하더라도, 사

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보장할 수는 없다[1]. 

따라서 복제가 불가능한 뇌 , 심 도, 맥박 등 인증에 

필요한 치에 존재하는 인간의 생체신호를 개인인증에 

활용하기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5].

신경계에 의해 발생하는 생체신호인 뇌 는 도난이 

불가능하며, 사람마다 각자의 고유한 신경회로망을 가

지고 있다[6-7]. 아울러 뇌 신호는 사람마다 다른 특

징을 보이고 있으며 복잡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복제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조와 변조를 막기에 충분

히 장 이 있는 것으로 단되고 있다[8]. A. Riera et 

al의 연구에서는 EEG와 ECG 신호를 기반으로 푸리

에 변환을 이용한 인증 시스템이 97.9%의 인증 성공

률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9], Sun은 신경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각 신호에 반응하여 왼손 는 

오른손을 움직이는 것을 상상했을 때, 왼손을 움직이

는 것을 상상한 경우가 95.6%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연구발표도 있었다[1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뇌  신호가 개인인증 시스템에 

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EEG 신호의 개인인증수단으로서 활용가

능성을 분석하기 하여 진행된 뇌  실험 결과를 제

시한 것이다. 피험자의 EEG 신호를 분석하 을 때, 시

간에 따른 변화가 작게 나타나는 것이 재 성이 높은 

뇌  성분이라는 단이 가능하다. 그런 기본  사고에 

따라 개인인증 수단으로 EEG 신호를 활용할 경우에 

용 가능성이 높은 뇌  성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에 따른 워 변동의 폭이 작게 나

타남으로써 높은 재 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성분

을 개인인증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주 수 

역성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EEG 신

호를 계측  분석하는 방법을 정리하 고, 3장에서는 

뇌 의 주 수 역  시각 과제가 변동계수에 미치

는 향  개인인증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분

석하 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체 연구 내용을 

정리  향후 과제를 논의하 다.

Ⅱ. 연구 방법

2.1 EEG 신호 계측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정신  는 신체  질

환이 없는 만 24세  26세의 건강한 남성 3명을 피

험자로 선정하 다. 실험을 수행하기 에 피험자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며 정서 으로 안

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다. 본 실험에서는 시간

에 따른 변화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뇌  성분을 

찰  확인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해서

는 피험자에게 제시하는 시각 과제 여부에 따라 개안 

상태와 폐안 상태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피

험자들은 모니터 상에 제시되어있는 ‘X' 표시를 응시

하며 2분간 을 뜬 상태를 유지하 고, 휴식시간 없

이 모니터에 표시된 ’X' 표시를 떠올리며 2분간 을 

감은 상태를 유지하는 과제를 수행하 다.

그림 1. 뇌  실험 수행 과정
Fig. 1 Process of EEG signal experiments

실험  움직임에 의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해서 

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깜

박임 이외의 불필요한 움직임은 자제하도록 요구하

다. 5개월 동안 랜덤하게 5일을 선정하여 피험자마다 

그림 1과 같은 실험 과정을 5회 반복하 다.

피험자의 뇌  측정용 극 치는 10-20 국제 

극배치법의 기 에 따라 선정하 다. 본 실험에서는 

채 의 수를 증가시켜도 인식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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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선행연구[11]의 결과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 , , , 의 치에 총 5개의 극을 부

착하 으며, 오른쪽 귓불을 기 극으로 선택하 다. 

그림 2. 뇌  계측에 사용된 극의 치
Fig. 2 Electrodes location used for EEG measurement

이 채 들은 뇌 를 활용하여 개인인증을 한다고 

가정할 때 상 으로 근이 간편하다고 생각되는 

뇌의 두엽 부 를 심으로 설정한 것이다. EEG 

신호는 LAXTHA의 WEEG-32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

하 으며, 데이터 수집  분석 소 트웨어 텔 스캔

(Telescan)을 이용하여 뇌 신호를 기록  장하

다.

2.2 EEG 신호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피

험자의 뇌 는  깜박임과 같은 안구 운동에 의한 

잡음 성분을 제거하는 EOG-Artifact filtering 기능을 

용하여  처리한 후 분석하 다. 우선 피험자로부

터 계측된 뇌 를 0.5∼4Hz의 델타 , 4∼7Hz의 세타

, 8∼13Hz의 알 , 12∼15Hz의 SMR , 15∼

18Hz의 간베타 , 13∼30Hz의 베타   30∼50Hz

의 감마  등 7개의 주 수 역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 다. 각각의 역으로 구분된 신호는  워 스

펙트럼으로 분석하여, 계측한 모든 채  워의 평균

인 평균  워로 나타낸 것이다. 평균  워 

는 가 채 별  워 스펙트럼 값, N이 

뇌  계측에 사용된 채  수라고 할 때, 식 (1)과 같

이 정의된다.

  
 





  (1)

5회의 뇌  실험으로 취득한 각각의 성분별 평균 

 워로부터 시간에 따른 워 변동의 폭이 가장 

작은 뇌  성분 즉 시간의 변화에 가장 독립 인 성

분을 확인하기 해서는 을 뜬 개안 상태와 을 

감은 폐안 상태에서의 변동계수(CV : Coefficient of 

Variation)를 계산하여 비교하 다. 변동계수는 가 

표 편차, 가 산술평균이라고 할 때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2)

일반 으로 변동계수는 데이터의 평균을 고려하여 

상  표 편차라고도 하며, 값이 커질수록 데이터의 

상 인 표 편차가 커지게 된다. 즉 변동계수가 작

다는 것은 시간에 따른 성분별 평균  워가 평

균과 가까운 범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뇌  실험에서 계측한 신호를  

워 스펙트럼으로 분석하여 식 (2)의 변동계수를 이

용한 연산을 통하여 피험자의 주 수 역별 뇌 의 

특성을 분석하 다. 뇌 의 주 수 역  시각 과제

와 같은 2가지의 독립변수에 의한 평균 차를 검증하

기 해서는 통계 패키지(SPSS Statistics) 로그램

을 이용하여 반복 측정에 의한 이원 분산분석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을 실시

하 다. 이원 분산분석 결과에 의해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는 요인은 Scheffe의 사후검정(Post-hoc 

analysis)을 통해 차이를 검증하 으며, 유의수 은 

0.05로 설정하 다.

Ⅲ. 분석 결과

표 1은 주 수 역별로 시각 과제의 유무가 변동

계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각각의 집단

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나타낸 기술통계량을 나

타낸 것이다. 표 2는 변동계수의 평균과 표 편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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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통계량을 바탕으로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

여 주 수 역과 시각 과제 유무가 변동계수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 검정한 결과이다. 유의 

확률(p-value)이 0.05보다 클 경우는 요인에 따른 변

동계수의 평균이 같아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며,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을 경우

는 요인에 따른 변동계수의 평균이 달라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Task Band M SD N

open delta 0.87 0.43 3

theta 0.64 0.26 3

alpha 0.40 0.27 3

smr 0.25 0.19 3

mid-beta 0.42 0.19 3

beta 0.57 0.06 3

gamma 0.69 0.20 3

total 0.55 0.29 21
close delta 0.89 0.30 3

theta 1.06 0.12 3

alpha 0.56 0.07 3

smr 0.37 0.13 3

mid-beta 0.30 0.22 3

beta 0.32 0.16 3

gamma 0.37 0.10 3

total 0.55 0.32 21
total delta 0.88 0.33 6

theta 0.85 0.30 6

alpha 0.48 0.20 6

smr 0.31 0.16 6

mid-beta 0.36 0.20 6

beta 0.45 0.17 6

gamma 0.53 0.23 6

total 0.55 0.30 42

표 1. 요인에 따른 변동계수에 한 기술통계량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CV according 

to frequency bands and optical task

Factor SS df MS F
p

-value

Task 0.00 1 0.00 0.01 0.92

Band 1.86 6 0.31 6.63 0.00

Task*

Band
0.61 6 0.10 2.16 0.08

Error 1.31 28 0.05

Total 3.78 41 　 　 　

표 2. 요인에 따른 변동계수에 한 이원분산분석
Table 2. Two-way ANOVA for CV according to 

frequency band and optical task

표 2에서 제시한 이원 분산분석 결과에서 변동계수

에 한 시각 과제 유무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F 통

계 값 0.01, 유의수  0.05에서 시각 과제에 따라 변동

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 

과제의 유무와 주 수 역 간 상호작용에 한 F 통

계 값 2.16, 유의수  0.05에서 변동계수에 한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수 역이 변동계수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검정 결과에서는 F 통계 값 6.63, 유의수  0.05에서 

주 수 역과 변동계수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인증수단으로 

EEG 신호를 활용할 시, 시각 과제의 유무는 변동계

수에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주 수 역 성분은 변

동계수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그림 3. 주 수 역별 변동계수의 평균 비교
Fig. 3 Comparison of average of CV according to 

frequency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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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피험자들로부터 계측된 뇌 의 주 수 

역별로 변동계수 평균의 차이를 Scheffe의 사후검정

을 통해 찰하 다. 그림 3은 이원 분산분석 결과에 

의해 변동계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 주 수 역에 한 변동계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

과를 그래 로 제시한 것이다. 각 주 수 역에서 나

타나는 변동계수의 평균값을 비교하기 해서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로부터는 SMR , 

간베타 , 세타   델타 의 변동계수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찰되었다. SMR

  간베타 의 변동계수의 평균값은 각각 0.31 

 0.36이고, 세타   델타 의 변동계수의 평균값

은 각각 0.85  0.88로 나타났다. 따라서 SMR   

간베타 의 경우가 세타   델타 의 경우보다 

변동계수의 평균값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에서는 개인인증수단으로 EEG 신호를 활용함

에 있어서는 SMR   간베타  성분의 활용 가

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체 인 결과를 종합하면, 피험자로부터 계측된 

뇌  데이터에서 시간에 따라 워가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변동계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 수 

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Scheffe

의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SMR   간베타 의 경

우가 세타   델타 의 경우보다 변동계수의 평균

값이 낮기 때문에 상 으로 재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MR   간베타 의 변동계수 평균값

이 낮게 나타난 것은 두 성분이 인간의 집 과 련

된 뇌  성분이므로 피험자가 목표물을 주시하거나 

상상하도록 과제를 제시한 것이 주요인이 되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뇌 가 개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된다

고 가정할 때, 계측한 시간이 상이하더라도 워의 변

동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뇌 성분을 확인하기 해

서 수행한 실험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다. 실험 결과에서 각각의 피험자의 EEG 신호로부터 

계산된 변동계수에 있어서 주 수 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시각  과제의 유무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측되었다. 한 변동

계수에 한 주 수 역과 시각 과제 사이의 상호작

용에 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변동계수는 제시한 시각 과제와는 상

없이 주 수 역의 향만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각 주 수 역의 변동계수 평

균값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분석 상으로 설정한 7

종류의 뇌  주 수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뇌 성분 에서는 SMR   간베

타 의 변동계수가 세타   델타 의 변동계수보다 

상 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SMR   간베타 의 평균  워가 

세타   델타 의 평균  워에 비해 상 으

로 시간에 따른 변동 폭이 작은 뇌  성분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인간이 집 한 상태에서 활

성화되는 SMR   간베타 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개안 상태에서 목표물을 주시하도록 하거나 폐안 상

태에서 목표물을 상상하도록 한 것과 시각 과제의 제

시가 주요인이 되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개인인

증 수단으로 인간의 뇌 를 활용하는 경우, 간단한 시

각 과제를 제시하여 집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뇌  

성분을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효율 인 뇌  

활용 방법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

터 뇌 를 기반으로 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

떤 그림 는 단어를 떠올리거나 주시함으로써 인간

의 집 력과 련된 뇌  성분을 활용하여 개인을 인

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마다 시간 으로 랜덤하게 선

정한 5일에 걸쳐 측정한 뇌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를 제시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동일한 피험자를 상

으로 보다 많은 횟수의 실험을 지속 으로 진행하여 

재 성과 련한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한 피험자로부터 재 성이 높은 뇌

를 계측하는 방법  개인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

기 한 다양한 분석법에 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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