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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ck of sleep time increases risks of fatigue, hypomnesis, decreased emotional stability, indigestion, 

and dementia. The risks can be reduced by providing eyelid-warming, inducing sleep and improving 

sleep quality. However, effective warming temperature to an person varies depending on physical condition 

and the individual. The various types of frequencies  can be identified  in brain wave from a person  

and  amount of frequencies is also changed continuously before and after sleep. Therefore we can identify 

the user's sleep stage with brain wave, namely EEG. Effective sleep induction is possible if warming 

temperature to a person is controlled based on EEG. In this paper, we propose customized warming control 

techniques based on EEG for a efficient and effective sleep induction. As an experiment, sleep induction 

effects of standard sleep mask and customized temperature control techniques sleep mask are compared. 

EEG data and warming temperature were measured in 100 experiments. At customized warming control 

techniques, experiments showed that the ratio of alpha and theta waves increased by 3.21%p and the 

time to sleep decreased by 85 seconds. It will contribute to effective sleep induction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methods in customized sleep mask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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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는 휴식 과

정으로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서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가 쉽게 발생

하고 수면장애가 있으면 사람은 양적, 질적으로 수면

이 부족해진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부터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암, 치매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1-3]. 수면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면유

도와 수면의 질을 모두 높일 필요가 있다.

수면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비약물 치료법으로 라

이트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음악 테라피, 온열 테라

피가 있다[4-5]. 그중에서도 온열 테라피는 수면단계

에 따른 체온조절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면유

도에 효과가 있다. 특히 안구 주변의 온열은 수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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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an eyelid-warming device. 

category

result

standard 

sleep

eyelid-

warming

sleep induction

(1-100 score)
46.8±20.2 72.0±11.3

sleep quality

(1-100 score)
38.8±14.0 57.2±16.8

도 효과와 동시에 눈꺼풀 피지샘 노폐물 배출을 유도

해 안구 건조증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수면안대에 발

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된 온열안대도 

있다[6-7]. 

그러나 대부분의 온열안대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온도를 설정하면 일정한 온도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람은 혈액순환 기능과 체지방과 같은 신체

적 특징에 따라 동일한 온도에서 온열감과 쾌적감이 

다르게 느껴진다. 실제로 건강한 20대와 60대에게 같

은 온습도 조건을 제공하면 60대는 신체 말단의 혈류

량이 적어 20대보다 피부 온도가 낮게 관찰된다[8]. 

또 남성보다 여성이 선호 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만, 이를 고려한 온열제어 기법은 부족하다[9]. 사

용자의 주관적인 온열감과 수면상태를 고려하여 자

동으로 온도 조절이 되는 맞춤형 안구 온열제어 기법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뇌파(Electroen-

cephalogram, EEG)를 측정하고 그 상태에 따라 온

열을 제어하여 더 빠르게 수면을 유도함으로써 불면

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줄이고자 한다. 본 기법은 성

별과 나이에 따라 맞춤형 온도로 온열을 제공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 세기의 증감으로 수

면유도 효과를 판단한다. 맞춤형 온도의 수면유도 효

과가 있다면 현재 온도를 유지하지만, 불안정해지면 

안면 근육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여서 뇌파와 같이 

측정된 잡음을 이용하여 온도를 변경한다. 잡음이 있

다면 사용자가 불편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온도를 

낮추고, 잡음이 없이 불안정한 상태면 온열감이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온열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안정된 뇌파의 변화량에 따라 온열온도

를 관리하여 수면유도 효과가 있는 온도를 유지하고

자 한다.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안대와 

비교하여 안정된 뇌파의 증가량이 얼마나 높고 얼마

나 더 빠르게 잠드는지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이 실험에서 상대적인 뇌파 증가량과 수면까지 필요

한 시간을 비교하여 수면유도 효과를 평가한다. 또 

맞춤형 온열제어 안대는 온열온도의 변화 과정을 기

록하여 온열제어 기법으로 사람과 뇌파에 따라 각각 

다른 온열온도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자의 정보에 따라 온도를 선택하

고 뇌파로 최적 온열온도를 파악하는 맞춤형 온열제

어 기법으로 안구 온열의 수면유도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2장에서 안구 온열의 효과를 정리하고 수면상

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뇌파와 뇌파를 해석하

는 기준에 대해 정의한다. 3장에서는 맞춤형 온열제

어 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4장에서는 온열제어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다. 5장

에서는 실험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한다.

2. 관련연구

2.1 안구 온열의 수면유도 효과

안구 온열의 수면유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관

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데이터 측정 실험을 진행한 

연구가 있다[10,11]. 안구에 온열을 10분 동안 40℃로 

제공하여 수면 중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면 후 사용

자의 주관적인 감각을 평가한 사례이다[10]. Table 

1은 피험자가 직접 좋을수록 높은 점수를 1점부터 

100점까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전체 수면시간은 일반적인 수면

(standard sleep)한 경우 평균 354.1분이고 안구 온열

(eyelid-warming)을 제공한 경우 352.6분으로 큰 차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Table 1과 같이 주관

적으로 평가한 수면유도 효과(sleep induction)는 일

반적인 수면이 평균 46.8점, 안구 온열이 72.0점으로 

평균 25.2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10]. 수면의 질(sleep 

quality)도 일반적인 수면이 평균 38.8점이고 안구 온

열이 57.2점으로 주관적인 평가에서 안구 온열이 수

면에 효과적이다. 심각한 수면장애가 없는 피험자이

기 때문에 전체 수면시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발견하

지 못했지만, 주관적인 평가는 안구 온열을 했을 때 

수면유도와 수면의 질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이 연구사례에서 객관적인 뇌파 데이터

를 측정하여 확인된 안구 온열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

자. Fig. 1은 수면 시작 후 90분 동안 측정된 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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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sleep EEG means. Fig. 2. Sleep cycle according to sleep stage.

Table 2. Conditions according to EEG frequency. 

EEG

name
frequency conditions

alpha 8Hz to 12.99Hz a comfortable state

theta 4Hz to 7.99Hz go to sleep

delta 0.2Hz to 3.99Hz deep sleep

beta 13Hz to 30Hz nervousness

gamma 30Hz
excitement, tension, 

concentration

데이터를 분석한 그래프이다. x축은 특정한 대역폭

의 뇌파이고 y축은 해당하는 뇌파의 세기를 평균으

로 나타낸 것이다. 델타파(Delta)는 깊은 수면에서 

나타나는데 안구 온열을 가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델타파 영역에서 대조군은 평균 

2,231 μV, 안구 온열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평균 2,538

μV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다. 세타파와 알파파에

서도 안구 온열을 가한 실험군이 약 10% 이상 높다. 

이처럼 안구 온열은 수면유도에 효과가 있다. 하

지만 사람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온열에 대한 선호도

가 다른데,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온도를 선호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땀샘의 기능과 손가락과 같은 신체 

말단의 혈액순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

에 수면 중 주변의 높은 온도를 선호한다[9]. 또 노인

은 상대적으로 순환계가 노화되고 혈관이 수축, 근손

실과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청년보다 체온조절 능력

이 떨어진다[8]. 따라서 여성과 노인에게는 더 높은 

온열온도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를 고려

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개인의 특징을 반영해 온열을 제공하기 위

해서 수면유도 효과의 기준이 되는 뇌파에 대해 파악

할 필요가 있다. 

2.2 뇌파 데이터 분석

뇌파는 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로 

심신의 상태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인다. 뇌파로 다

양한 질병과 중추신경계 질환을 진단하고 의학, 수

면, 보안, BCI(Brain-Computer Interface) 등 다양한 

목적에 응용되고 있다[12-14]. 한 예로 수면장애를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가 있는데 수면 뇌파를 측정

하여 수면단계를 판단하고 수면의 질을 평가한다

[15]. 따라서 뇌파 데이터를 이용하면 수면유도 효과

가 높은 온열온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온도를 제공할 

수 있다. 

아래의 Fig. 2는 수면단계를 Rechtschaffen 및 

Kales의 분류에 따라 표현한 수면 사이클이다. 사람

은 약 90분에서 120분 주기로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 

REM(rapid eye movement) 수면이 반복되는 수면 사

이클을 가진다[16]. 뇌파는 주파수 대역폭에 따라 다

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한 주파수의 구성비를 

이용하여 수면단계를 분류한다. 뇌파 구성비를 파악

하기 위해 전력 스펙트럼 밀도인 PSD(Power Spec-

trum Density)를 이용하여 복합파인 뇌파를 주파수 

범위에 따른 세기 데이터로 계산한다. 

뇌파는 주파수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 Table 

2와 같다[17-19]. 알파파(alpha)는 8Hz∼12.99Hz 사

이의 주파수 대역의 뇌파를 의미하고 안정된 상태에

서 주로 나타난다. 세타파(theta)와 델타파(delta)는 

수면 상태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깊은 수면 상태에서

는 델타파가 주로 관찰된다. 베타파(beta)는 13Hz∼

30Hz이고 감마(gamma)파는 30Hz 이상의 주파수 대

역의 뇌파로 비수면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맞춤

형 온열제어 기법에서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은 뇌파의 특징을 이용하여 수면단계를 구

분하거나 사용자의 수면유도 정도를 판단한다.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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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leep management system. Fig. 4. Customized warming control algorithm.

유도 정도를 파악하면 사용자에게 최적의 온열온도

를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다. 하

지만 기존의 안구 온열제어 기술은 능동적으로 온도

를 제공하는 기법이 부족하다.

2.3 기존의 안구 온열제어

기존의 안구 온열제어 기술은 컨트롤러를 이용한 

수동 제어 방식으로 사용자가 온도의 높낮이를 직접 

제어한다[7]. 전원, 시간, 온도, 마사지를 제공하는 경

우 마사지 조작을 위한 버튼을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

는 방식이다. 온열안대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얼굴형

에 맞출 수 있는 보조물을 추가하거나 무선배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온열안대가 연구되었다[6]. 하지만 

자동으로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태에 맞춰 안구 온열

을 제공하는 방식은 없다.

Fig. 3의 스마트 안대는 가속도 센서, 뇌파 센서가 

부착되어 사용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수면단계를 판

단하는 것까지는 개발된 상태라 본다[20]. 스마트 안

대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수면 관리서버

(sleep management server)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관리서버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라 조명, 난방과 같은 

IoT 기기를 제어하여 수면환경을 개선한다. 하지만 

온열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안구 온열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수면의 분석과 효과적인 제어 기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사람은 신체적 특징에 따라 온열감을 다르게 느끼

지만, 기존의 안구 온열 기술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온도를 변경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안구 온열 기술

도 수면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뇌파를 이용한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이 필요하다.

3.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

3.1 맞춤형 온열제어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맞춤형 온열제어 모델은 크

게 두 단계를 통해 맞춤형 온열을 제공한다. 첫 번째

는 사람마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초기 온열온도를 

설정한다. 두 번째는 동일한 사람이라도 뇌파를 분석

하여 수면유도 효과에 따라 온열온도를 자동으로 제

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단계로 제공하는 맞춤형 

온열제어 모델의 전체적인 구성을 Fig. 4와 같이 정

의한다. 

Fig. 4에서 뇌파측정과 온열제어가 가능한 수면안

대(eyelid-warming mask)를 가정하고 사용자(user)

에게 맞춤형 온열을 제공하는 과정을 (1)에서 (6)까

지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맞춤형 초기온도 지

표(A)와 뇌파 전력 구성비 지표(B)를 정의하여 이용

한다. 우선 (1)과 같이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부터 획득한다. (2) 과정에서 (A)를 참조하여 성별과 

나이에 맞춰 맞춤형 온도를 선택한다. 여성이 남성보

다 높은 온도를 선호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온도

를 선호한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초기 온열온도를 설

정할 수 있다.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37℃에서 39 

℃ 사이의 온도에서 지표 (A)를 정한다. 

두 번째 과정은 (3)에서 사용자로부터 뇌파를 측

정하면서 주파수 값에 따른 세기 데이터로 변환하고, 

(4)에서 수면단계를 판단하도록 한다. 지표 (B)는 수

면단계에 따른 뇌파 전력 구성비로 깨어있다가 잠드

는 단계에서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5)에서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면 

수면유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온열온도가 수면유도에 효과가 있다면 온열 

상태를 유지하지만 반대로 알파파와 세타파의 비율

이 감소한다면 온열감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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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ustomized initial temperature indicator.  

age

gender
∼29

30∼

39

40∼

49

50∼

59
60∼

male 37 37.4 37.8 38.2 38.6

female 37.4 37.8 38.2 38.6 39

Table 4. EEG component power percentage indicator. 

wave type

sleep stage

EEG power(%)
temper-ature

delta theta alpha beta gamma

wake

wake1 83.72 10.59 3.33 1.23 1.10 38℃

wake2 77.30 11.62 5.61 2.40 3.05 38℃

wake3 67.04 21.94 9.19 1.26 0.54 37℃

wake4 42.81 41.95 10.60 3.31 1.30 36℃

sleep stage 1 69.71 17.16 10.82 1.79 0.50 -

sleep stage 2 75.19 13.36 10.06 1.20 0.16 -

sleep stage 3 89.01 7.33 3.30 0.26 0.07 -

sleep stage 4 92.10 5.53 2.12 0.18 0.04 -

REM sleep 68.39 19.60 9.35 2.03 0.61 -

므로 온도를 높여준다. 그러나 뇌파를 측정하는 과정

에서 잡음이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

용자가 눈을 깜빡이거나 얼굴을 찡그리게 되면 잡음

이 발생하고 잡음이 일정 이상 감지되면 온도가 너무 

높아 수면을 방해한다고 판단하여 온도를 감소한다. 

(6) 과정에서 현재 온열안대의 온도와 목표 온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목표 온도를 유지한다.

제안하는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은 맞춤형 초기온

도 선택, 수면단계 분석과정, 수면유도 효과분석 과

정, 온열온도 제어를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에 따른 맞춤형 초기온도 지표, 수면단계에 따른 

뇌파 전력 구성비 지표가 활용된다. 따라서 과정별로 

세부사항을 다음 절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

3.2 맞춤형 초기온도 지표와 설정

사람마다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선호 온도가 다르

므로 효과적인 온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별과 나

이를 기준으로 Table 3과 같이 초기온도 지표를 정한

다. 기본적으로 성인의 정상체온은 36.4∼37.6℃이

다. 따라서 여성과 노인이 상대적인 선호 온도가 높

다는 점을 이용하여 37∼39℃까지의 온도를 여성이

거나 나이가 증가할수록 균일하게 높은 온도를 선택

한다. 예를 들어 32세의 여성은 37.8℃가 초기온열 

값으로 적정하며, 65세 남성은 38.6℃로 안대 온열 

값이 적정하다. 이처럼 Table 3의 지표를 기준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초기온열을 설정하고 뇌파로 판단

한 수면유도 효과에 따라서 온열온도 값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은 초기온도를 설정하

는 과정에서 온열 시간을 관리하는 타이머를 같이 

설정한다. 온열은 사용자가 30분에서 90분 사이로 설

정한 정보를 받아와 지정된 시간만큼 온열을 지속한

다. 기본으로 60분의 안구 온열을 제공하고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40℃에서는 60분을 넘으면 온열을 중

단한다.

위의 맞춤형 초기온도 지표는 사용자마다 다른 온

도를 제공한다. 하지만 같은 범주에 속하더라도 효과

적인 온열온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하면서 

수면유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수면단계 분석과 

수면유도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3.3 수면단계의 분석 과정과 판단지표

사용자 수면 상태에 따라 맞춤형 온도 변화를 위

해 뇌파로 수면단계를 분석한다. 뇌파는 수면단계마

다 다른 비율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뇌파 전력 구성

비 지표를 이용해 수면단계를 판단할 수 있다. 뇌파

의 구성은 Table 2를 참고하고 PSD를 이용해 구성비

를 계산한다.

아래의 Table 4는 수면단계에 따른 뇌파의 구성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Physionet[21]에서 공개한 뇌

파 데이터로 산출한 뇌파 전력 구성비 지표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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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계를 볼 때 1단계에서 4단계로 갈수록 깊은 수면

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성상태에서 수면유

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성단계(wake)를 4개로 

세분화하여 정의한다.

wake1는 각성단계 전체의 평균이고 wake2은 잠들

기 10분 전, wake3는 잠들기 5분 전, wake4은 잠들기 

직전의 각성단계 뇌파 데이터를 구성비로 계산한 것

이다. 세타파를 예로 들면 wake2에서 11.62%인데 

wake3는 21.94%로 약 88.81% 증가하고, wake4로는 

41.95%로 91.20%가 증가한다. 델타파는 wake1에서 

wake4로 잠드는 동안 상대적으로 감소하지만, 수면 

1단계에서 수면 4단계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러므로 Table 4의 지표를 기준으로 수면단계를 

판단하는데, 사용자가 측정을 시작한 순간에 깨어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wake1에서 시작한다. 측정한 뇌

파 성분에서 알파파가 5%를 넘으면 wake2로 판단하

고 단계가 바뀌는 순간의 뇌파 구성비를 기준값으로 

다음 단계를 판단한다. wake2의 뇌파 구성비에서 알

파파와 세타파의 증가율이 75%가 되면 wake3이다. 

wake3에서 다시 세타파의 증가율이 80% 이상이면 

수면 직전인 wake4다. 예를 들어 wake2로 판단된 순

간의 뇌파 구성비가 알파파가 5.00%, 세타파가 12.00 

%라면 알파파가 8.75%이고 세타파가 21.00% 이상

일 때 wake3로 판단한다. wake3에서 세타파가 80%

증가하여 37.60% 이상이면 wake4로 판단한다.

알파파 비율은 유지되면서 델타파 비율이 증가하

면 수면 1단계로 판단하고 델타파의 구성비를 Table 

4와 비교하여 수면단계를 판단한다. 정량적 비교는 

REM 수면단계와 수면 1단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REM 수면은 잠들고 약 90분에

서 120분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온열 제공 시간과 

겹치지 않아 고려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면단계를 구분하여 사용자

가 깊게 수면에 들수록 1℃씩 온열온도를 감소시킨

다. 온열안대에서 발생한 열이 피부 온도를 높여 수

면유도 효과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온열을 가하면 더

워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단계에 맞춰 

감소시킨다. wake2에서 wake3로 변하면 1℃ 감소하

고 wake3에서 wake4으로 변하면 1℃ 감소한다. 표에

서도 그 예시로 38℃에서 온열을 시작하면 wake4에

서 36℃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면에 드는 과정에 따라 온열온도를 제어

하면 잠들지 못하는 사용자의 온열온도를 제어하기 

어렵다. 수면유도가 되지 않는 상황을 파악하여 온열

온도를 변경하기 위해 수면유도 효과를 분석할 필요

가 있다. 

3.4 수면유도의 효과분석 과정

수면유도 효과는 Table 4를 보면 점점 잠들면서 

알파파와 세타파 비율이 증가하여 알파파와 세타파

가 증가하면 수면유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 수면유도 

효과가 있다면 수면단계에 따른 온도 조절이 작동하

지만, 수면유도 효과가 부족하다면 온열온도를 제어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면유도 효과가 부족한 이유

를 판단하여 온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Fig. 5와 같이 

제안한다. 

먼저 측정한 뇌파를 구성비로 계산하고 수면단계

를 분석한다. 수면유도 효과분석을 위해 수면단계와 

직전에 측정한 뇌파 데이터, 현재 뇌파의 PSD 데이

터가 필요하다. Table 4를 보면 wake2에서 wake3로 

변하는 과정에서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같이 늘어나

지만, wake3에서 wake4로 변하는 과정에서는 세타

파의 비율만 증가한다. 따라서 wake1, wake2단계에

서는 알파파와 세타파의 변화량을 비교하고, wake3

단계에서는 세타파의 변화량을 비교하여 수면유도 

효과로 판단한다.

직전 뇌파 데이터와 현재 뇌파 데이터의 뇌파 구

성비를 비교한 결과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한다면 

수면유도에 효과가 있으므로 현재 온도를 유지한다. 

하지만 온열온도가 너무 높거나 온열감이 부족하면 

잠들지 못하고 알파파와 세타파의 비율이 감소한다. 

알파파와 세타파의 비율이 감소하면 온열온도를 제

어하기 위해 뇌파측정 과정에서 뒤척임이나 표정의 

변화로 측정되는 잡음을 이용한다. 

잡음이 감지되면 온도가 높아서 불편하여 움직였

다고 판단하고 온열온도를 0.4℃ 감소한다. 잡음이 

같이 감지되지 않는다면 온열감이 부족하다고 판단

하여 0.4℃ 온열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온열온도를 

제어한다. 온열온도는 36∼40℃ 사이의 온도로 설정

하기 위해 현재 맞춤형 온도를 기준으로 온도가 초과

하거나 미만인지 검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초기온도 선택과정으로 성별과 나이에 따른 초기

온도를 설정한 다음 수면단계에 맞춰 온도를 감소하

고 수면유도 효과에 따라 온열온도를 변경한다.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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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leep induction effect analysis to determine the temperature.

Fig. 6. Customized warming temperature control flow. 

단계 분석과정과 수면유도 효과분석 과정을 통해 수

면유도에 효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온열온도가 

변경된다. 따라서 온열안대를 판단한 온열온도로 제

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5 온열온도 제어과정

온열안대는 맞춤형 초기온도 지표에 따라 초기온

도가 설정되면 수면단계 분석 과정과 수면유도 효과

분석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온열 온도가 변경된다. 

온열온도를 제어하는 과정은 아래의 Fig. 6과 같다. 

온열안대에 부착된 버튼(start button)을 누르면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고 맞춤형 초기온도 지표(A)에 

따라 초기온도를 선택해 온열패드를 작동한다. 이때 

사용자 정보는 이미 환경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

고, 만약 없다면 기본 값으로 중간 온도인 38℃에서 

온열을 시작한다. 같은 버튼을 다시 누르면 종료 버

튼(stop button)으로 인식하여 온열패드 작동을 중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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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anglion in the eyelid-warming mask (a) and in-

ternal warming mask (b).

뇌파 센서(EEG sensor)로부터 뇌파를 수신하면 

뇌파 전력 구성비 지표(B)에 따라 수면단계를 분류

하고 사용자가 잠들고 있으면 수면단계가 변할 때마

다 온열온도를 감소시킨다. 그렇지 않다면 Fig. 5와 

같이 수면유도 효과를 분석하여 결과로 반환하는 맞

춤형 온열온도로 온열패드 온도를 변경한다. 또 장시

간 온열로 화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온열을 중단하는 타이머(stop timer)

를 설정한다.

기존의 안구온열 기술과 다르게 뇌파로 수면유도 

효과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온도를 변경한다. 따라서 

뇌파를 기준으로 변경한 온도가 사용자에게 수면유

도 효과가 더 있는지를 기존 안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을 이용하면 온열온도

가 자동으로 변하는 과정을 실제 데이터를 측정하며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실험 및 평가

4.1 실험 과정과 환경

맞춤형 온열안대의 수면유도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해 피험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하고 수면을 취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측정된 

뇌파를 분석하여 피험자가 잠들었다고 판단되면 실

험을 중단하여 깨우고 약 5분 뒤에 다른 안대를 착용

하여 다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필요한 대조군

으로 50회는 일반 온열안대를 착용한 실험으로 하였

으며, 실험군으로는 50회 맞춤형 온열제어 안대를 착

용하여 50회를 실험해서 총 100회의 실험을 진행하

였다. 

일반 온열안대는 맞춤형 온열제어 안대의 중간 온

도인 38℃로 온도가 고정하였다. 맞춤형 온열제어 기

법을 적용한 안대는 성별과 나이, 뇌파에 따라서 계

속 온도가 변경되었다. 피험자는 20대 여성 1명과 20

대 남성 1명, 30대 여성 1명과 남성 1명 그리고 50대 

여성 1명으로 구성하여 무작위 순서로 안대를 착용

하는 실험을 구성하였으며, 여름철 실내 온도인 26∼

28℃도 내외의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수면의 판단은 Table 4에서 사용한 뇌파 데이터를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으로 학습한 수면/비수면 분

류 모델을 이용하였다. 수면/비수면 분류 모델은 약 

97%의 정확도로 10초마다 데이터를 수집해 판단하

고 수면으로 판단되면 온열을 종료하고 피험자를 깨

웠다. 이후 약 5분간 자유로운 활동을 한 뒤에 무작위

로 일반 온열안대와 맞춤형 온열안대를 착용하고 실

험을 진행했다. 

Fig. 7은 실험에 사용한 EEG 센서인 Ganglion이 

내장된 온열안대(a)와 온열안대 내부에 삽입된 온열

패드(b)이다. Ganglion 보드는 2개의 전극을 이마에 

부착하고 이어 클립을 착용해 2채널 뇌파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라즈베리파이 3A에 블루투스로 뇌파 데

이터를 수신하고 온열 패드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맞

춤형 온열제어 기법을 구현하였다. 온열패드를 무선

으로 제어하기 위해 ESP32 개발보드를 라즈베리파

이에 연결하여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100회의 수면까지 측정한 뇌

파 데이터와 수면까지 걸리는 시간, 50회의 온열온도 

변화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뇌파 데이터를 분석해 알

파파와 베타파의 증가량을 비교하여 수면유도 효과

분석 과정으로 온도를 제어하는 게 수면유도에 효과

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 수면까지 걸리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의 수면유

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온열온도 변화량은 맞춤

형 온열제어 기법에서 고정된 온도를 제공하지 않고 

수면분석 과정에 따라 온도를 제어하는 온열온도 제

어과정이 동작하는지 확인하였다.

Fig. 8은 저장된 데이터를 콘솔 화면으로 확인한 

것이다. 뇌파 데이터와 온열온도는 실험 중에 실시간

으로 발생하지만, 수면시간은 피험자가 잠들면 시작 

시각과 현재 시각을 이용해 계산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실험이 끝나고 따로 계산하여 저장하였다. Fig. 8에

서 (a)는 수면까지 걸린 시간으로 테스트 번호 99번

은 2021년 6월 17일 18시 39분 52초에 뇌파측정과 

온열을 시작하여 같은 날 18시 52분 42초에 피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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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leep time log (a) and EEG, temperature log (b).

Table 5. EEG component power percentage warm for five minutes. 

wave type

category | min:sec  

EEG power(%)

delta theta alpha beta gamma

standard

(control group)

0:00∼0:30 66.76 13.57 6.83 11.19  1.63

4:30∼5:00 66.10 14.28 7.86 10.01  1.72

difference -0.66  0.71 1.03 -1.18  0.09

eyeild-warming

(experimental group)

0:00∼0:30 65.76 15.10 6.53 10.91  1.67

4:30∼5:00 63.01 17.56 9.02  9.15  1.23

difference -2.75 2.46 2.49 -1.76 -0.44

잠들어 실험을 종료하였다. 테스트 번호 100번은 4분 

23초 뒤에 시작하였다. Fig. 8에서 (b)는 뇌파 데이터

와 온열온도 데이터를 로그로 저장한 것이다. 11시 

6분 54초에 측정된 뇌파는 세타파가 16.01%, 알파파

가 9.12%인데 7분 6초에 측정된 뇌파는 세타파가 

16.91%, 알파파가 8.67%로 세타파의 증가량이 더 높

으므로 37.4℃로 현재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실험 결과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은 수면유도 효과분석을 통

해 알파파와 세타파의 비율이 감소하면 온열 온도를 

변경하여 최적의 온열온도를 제공하는 기법이다. 따

라서 같은 시간 동안 알파파와 세타파 변화량을 비교

하여 온열제어 기법의 수면유도 효과를 확인하였다. 

Table 5는 일반 온열안대와 맞춤형 온열안대를 착용

했을 때 5분 동안 측정한 뇌파 변화량(difference)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피험자마다 잠든 시간이 달라서 5분을 기준으로 

처음 0초부터 30초까지 측정된 데이터와 마지막 4분 

30초부터 5분까지 측정된 뇌파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Table 5를 보면 같은 시간 동안 맞춤형 

온열을 제공했을 때가 일반 안대보다 약 3.21%p(퍼

센트포인트) 만큼이나 알파파와 세타파의 비율이 높

다. 세타파를 예시로 설명하자면 일반 안대에서 일정

한 온열 시작할 때 13.57%의 비율이고 4분 30초 후에 

14.28%로 측정되어 0.71%p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맞

춤형 온열제어 기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처음에 15.10 

%로 측정되고 마지막에 17.56%로 측정되어 2.46%p

가 증가하였다.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에 따라 온열온

도를 설정했을 때 같은 시간 동안 고정된 온도로 제

공하는 것보다 수면유도에 효과가 있다. 

Table 5에서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이 알파파와 세

타파가 같은 시간 동안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수면단

계까지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수면까지 걸

리는 시간을 비교한 실험 결과는 Fig. 9이다. 수면/비

수면 여부를 검사하는 예측 모델을 10초마다 실행했

기 때문에 측정 시간은 10초 단위로 측정되었다. 실

험 결과 일반 안대를 착용하면 수면까지 평균 693초

가 걸리는데 맞춤형 온열제어 안대를 착용하면 평균 

608초로 수면까지 필요한 시간이 85초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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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yelid warming sleep induction time comparison 

graph.

Fig. 10. Temperature change for 5 minutes.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면으로 진행하여 수면유도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은 수면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과정에 따라 온열온도를 변경하는데, 실험

을 통해 어떤 온열온도를 제공하는지 Fig. 10의 그래

프로 표현하였다. 그래프에서 피험자 A의 데이터가 

A1과 A2로 2개이고 피험자 B의 데이터가 B1로 1개이

다. 

굵은 선인 A1는 10초에서 1℃ 내려가지만, 뇌파 

분석 결과 온열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온도

가 높아지고 40℃로 유지되었다. 점선인 A2도 10초에

서 1℃ 내려가지만 39.2℃에서 수면유도에 효과가 있

어 150초부터 온도를 유지하였다. A는 37.4℃에서 시

작하고 B는 37.8℃에서 시작하는데 B1에서 온열효과

가 있는 온도는 주로 37∼38℃ 판단되어 A가 더 높은 

온도를 선호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맞춤형 온열제

어 기법은 온도를 일정하게 제공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자동으로 수면유도 효과가 좋은 온도를 찾아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은 일반 온열에 비교해 일정 

시간 동안 잠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파가 3.21%p 

더 높게 측정되었다. 수면까지 필요한 시간도 맞춤형 

온열제어에서 평균 85초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맞춤형 온열제어는 비슷한 온열온도로 시작

해도 각각 다른 온도를 제공하여 수면유도 효과가 

증가하였다.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은 일반 온열에 비교해 일정 

시간 동안 잠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파가 3.21%p 

더 높게 측정되었다. 수면까지 필요한 시간도 맞춤형 

온열제어에서 평균 85초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맞춤형 온열제어는 비슷한 온열온도로 시작

해도 각각 다른 온도를 제공하여 수면유도 효과가 

증가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수면유도를 위해 뇌파 기

반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을 제안하였다. 고정된 온도

로 온열을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뇌파 기반으로 

수면단계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온열온도를 판단하

였다. 특히 처음부터 성별과 나이에 따라 적합한 온

도로 온열을 시작하고 수면유도 효과가 있는 온도로 

변경하고 유지하며 안구 온열의 수면유도 효과가 증

가하였다. 

제안한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안대를 착용하고 수면까지 데이터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

을 적용했을 때 5분 동안 알파파와 세타파 증가율이 

3.21%p 높았고, 수면까지 걸리는 시간이 85초 단축

되었다. 기존의 온열안대는 고정된 온도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는데,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으로 수면유도 

효과를 높이며 해결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수면

케어 온열 장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뇌파를 기반으로 맞춤형 온도를 

제공하지만, 환경 온도를 고려하여 온열을 제공하기

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맞춤형 온열제어 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 온도를 인식하여 그에 따른 

수면유도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IoT 

장치에 연결하여 환경온도를 제어한다면 보다 효과

적인 수면케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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