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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속으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는 새로운 눈 깜박임 

분석 방법과 눈 깜박임 패턴의 시각화 방법을 제안하고, 눈꺼풀의 움직

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측정 방법들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불완전 눈 깜박임을 검출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쉽고 

직관적으로 분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분당서

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안과 관련 질병을 호소하지 않는 정상인들의 

눈 깜박임 패턴을 기반으로 눈 깜박임 패턴의 표준색인, 눈꺼풀 표준 움

직임 지표, 그리고 눈 깜박임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양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눈 깜박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피험자의 얼굴과 그 주변을 고속으로 

촬영한 영상에서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눈이 깜박이는 구간을 추출하였

다. 추출한 영상의 각 프레임마다 눈꺼풀의 위치와 모양을 검출하고, 눈

이 깜박일 때 변화하는 눈꺼풀의 위치와 모양을 나타내는 하나의 행렬을 

만들고 정규화 작업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한 번의 눈 깜박임을 한 장

의 이미지로 시각화하였다.

눈 깜박임의 시각화를 위해 만들어진 행렬에서 눈꺼풀 중간 위치 데

이터를 추출하여 눈꺼풀 변위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그래프의 변화를 분

석하여 눈 깜박임을 폐쇄 단계, 완전 닫힘 단계, 그리고 개방 단계의 총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완전 닫힘 단계가 없는 경우를 불완전 깜박임으

로 정의하였다. 

정상인과 건성안 및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패턴을 비교·분석하

여 눈 깜박임의 대리 지표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건성안 증상을 보이

는 환자의 경우 눈 깜박임 지속 시간의 분포, 불완전한 눈 깜박임의 비

율, 안구 피로로 인한 눈 깜박임 패턴에서 정상인과 차이를 보였다. 따

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건성안 증상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킨슨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눈 깜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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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시간이 짧았으며, 눈 깜박임 시 눈꺼풀의 움직임 속도가 느렸다. 

짧은 지속 시간동안 느린 속도로 눈꺼풀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눈 깜

박임 중 상당수가 불완전한 눈 깜박임의 형태로 나타났다. 

주요어 : 눈 깜박임, 고속 영상, 시각화, 건성안, 파킨슨병

학  번 : 2012-30944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안구 상태 진단을 위한 기존 방법과 문제점 ···········   3

    1.2.1. 피험자 의존형 평가방법 ·············································   4

       1.2.2. 눈물막 분석 평가방법 ·················································   7

       1.2.3. 정밀 기기를 이용한 진단 방법 ·································  11

1.3. 임상 대리 지표로서의 눈 깜박임 연구 ·····················  13

    1.3.1. 임상 대리 지표 ·····························································  13

       1.3.2. 눈 깜박임 ·······································································  15

       1.3.3. 신경·해부학적 눈 깜박임 ·········································  16

        1.3.3.1. 눈 깜박임의 해부학적 기원 ···························16

           1.3.3.2. 눈 깜박임의 신격학적 기원 ···························18

           1.3.3.3. 눈 감박임과 도파민의 관계 ···························19

    1.3.4. 일상생활에서의 눈 깜박임 ·········································  21

       1.3.5. 임상 대리 지표로서의 눈 깜박임 연구 ···················  22

1.4. 기존 눈 깜박임 분석 방법과 한계점 ·························  26

    1.4.1. 안전위도 신호를 이용한 측정 방법 ·························  26

       1.4.2. 미세 코일(coil)을 사용한 분석 방법 ······················  33

       1.4.3. 영상 촬영을 이용한 분석 방법 ·································  33

1.5. 연구 목표 ·········································································  34

제 2 장 고속 촬영 영상을 이용한 눈 깜박임 패

턴 분석 기법의 제안 ····················································  36

2.1. 새로운 눈 깜박임 분석 ·················································  36

    2.1.1. 눈 깜박임 분석 방법의 요건 ·····································  36



- iv -

    2.1.2. 눈 깜박임 분석을 위한 실험 설정 ···························  37

    2.1.3. 눈 깜박임 분석 방법 ···················································  41

2.2. 눈 깜박임 검출 방법 ·····················································  42

    2.2.1.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 ·················································  42

    2.2.2. 동적 시각 센서 ·····························································  46

    2.2.3. 1차원 신호 변환 및 눈 깜박임 구간 검출 ·············  49

    2.2.4. 눈 위치 검출 및 관심 영역 설정 ·····························  55

    2.2.5. 분석 목적에 따른 알고리즘 순서 변경 ···················  58

2.3 새로운 눈 깜박임 분석 ··················································  59

    2.3.1. 눈 깜박임의 시각화 ·····················································  59

    2.3.2. 눈꺼풀 위치 검출 ·························································  60

    2.3.3. 눈 깜박임의 시각화 그래프 ·······································  63

    2.3.4. 눈꺼풀 변위 그래프 ·····················································  65

    

제 3 장 연구 결과 ························································  67

3.1. 실험 결과 ·········································································  67

3.2. 건성안의 눈 깜박임 분석 ·············································  76

3.3.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분석 ·······························  81

3.4. 눈 깜박임 평가 양식 ·····················································  85

제 4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  91

4.1. 결론 및 고찰 ···································································  91

4.2. 향후 연구 방향 ·······························································  93

참고문헌 ·········································································  98

Abstract ········································································112



- v -

표   목   차

[표 1-1]  대표적인 안전위도 검사 항목 ····························30

[표 3-1]  60명의 자원자들의 눈 깜박임 관련 변수 ·······68

[표 3-2]  정상안과 건성안의 영상 시청에 따른 눈 깜박

임 분석 비교 ··························································77

[표 3-3]  정상안과 건상안의 이상 깜박임 비율 비교 ····80

[표 3-4]  정상인과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비교 ····83

그 림  목 차

[그림 1-1]  시력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스넬렌 시력 검

사표와 란돌트 고리 ··········································  4

[그림 1-2]  눈물 생성과 관련된 기관과 눈물층 구조 ····  8

[그림 1-3]  쉬르머 테스트를 위한 스트립 삽입 ··············  9

[그림 1-4]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 ····································10

[그림 1-5]  OCT 안구 촬영 결과 ·······································11

[그림 1-6]  안구 주변 근육 ··················································17

[그림 1-7]  도파민 전달 경로 ··············································20

[그림 1-8]  눈 깜박임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들 ··································································23

[그림 1-9]  안전위도 원리 ····················································27

[그림 1-10] 안전위도와 눈꺼풀 실제 변위 비교 ··············32

[그림 2-1]  고속 영상을 위한 촬영 환경 ··························40



- vi -

[그림 2-2]  눈 깜박임 분석 전체 과정 ······························41

[그림 2-3]  눈이 깜박이는 순간을 촬영한 영상의 화소값

변화 ······································································43

[그림 2-4]  망막 구조 ····························································45

[그림 2-5]  OPL, IPL 필터링 결과 영상 ·························46

[그림 2-6]  눈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 동적 시각 영상 ··47

[그림 2-7]  동적 시각 영상에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 적

용 결과 ································································48

[그림 2-8]  이상적인 눈 깜박임 신호 형태 ······················50

[그림 2-9]  회색조 영상과 IPL 필터링 영상의 두 가지 

신호를 이용한 눈 깜박임 구간 검출 방법 ··52

[그림 2-10] 회색조 영상 화소값 그래프에서의 눈 깜박

임 검출 ·······························································53

[그림 2-11] 동공과 피부의 화소값 그래프와 이진화를 위

한 문턱값 ···························································55

[그림 2-12] 다양한 조건에서의 눈 깜박임 시 이진화 영

상의 평균 화소값 변화와 관심 영역 설정 결

과 ·········································································557

[그림 2-13] 눈의 x, y축 투영 그래프 모델 ·····················58

[그림 2-14] 눈꺼풀 추정 알고리즘 ·····································61

[그림 2-15] 눈 깜박임의 시각화 그래프 ···························64

[그림 2-16] 눈꺼풀 변위 그래프 ·········································65

[그림 3-1]  눈 깜박임 구간 추출 그래프 ··························70

[그림 3-2]  일반적이지 않은 눈 깜박임 패턴의 시각화 

결과 ······································································71

[그림 3-3]  한 자원자의 눈 깜박임 변위 그래프 ············73



- vii -

[그림 3-4]  한 자원자에 대한 다양한 지속 시간의 눈 깜

박임 시각화 결과 ··············································73

[그림 3-5]  연속적인 눈 깜박임 그래프 ····························74

[그림 3-6]  정상인의 눈 깜박임 지속 시간 분포도 ········75

[그림 3-7]  정상인의 눈꺼풀 변위 평균과 편차치 그래

프 ··········································································76

[그림 3-8]  건성안 환자의 눈 깜박임 지속 시간 분포 ··79

[그림 3-9]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빈도 ··················81

[그림 3-10]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지속 시간 ·······82

[그림 3-11] 파킨슨병 환자들의 눈 깜박임 지속 시간 

분포 ·····································································83

[그림 3-12] 정상인과 파킨슨 환자의 눈 깜박임 비교 ···84

[그림 3-13] 정상인의 눈 깜박임 평가 보고서 ·················87,88

[그림 3-14]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평가 보고서 ···89,90

[그림 4-1]  기계학습을 이용한 눈 위치 추정 ··················95



- 1 -

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과 업무 중에 다양한 영상 기기(Display 

Device)와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다. 이전에도 많이 사용되던 컴퓨터 모

니터(computer monitor)나 텔레비전(television)과 같은 탁상 기기뿐

만이 아니라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폰(smart phone), 태블릿(tablet), 스마트 워치(smart 

watch), 차량용 내비게이션(navigation)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 또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정

보 단말기(키오스크, interactive kiosk)나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 HUD)의 설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영상 기기의 사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통신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인해 영상 기기의 시청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조명이 있는 실내 환경에서만 사

용되었지만, 이제는 실외 환경이나 조명이 없는 어두운 실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은 영상 기기들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contents)들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TV 시장은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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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3840x2160, 4k Ultra High Definition)의 해상도가 빠르게 대

중화되면서 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으며[1], 영상 콘텐츠의 초당 프

레임 수(frame per second, fps)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용자의 순목1) 횟수 감소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순목 횟수의 감소는 안구에 많은 자극을 주고 건조감, 이물감, 피로 등

의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 시킬 수 있다[2]. 국립중앙의료원이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스마트폰의 사용과 안구 건조 증상이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3].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콘택트렌즈

(contact lens)의 착용이 늘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2015년에 

만 19세 이상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작성한 '전국 안경 및 콘택트

렌즈 사용률 보고서(2015)'에 따르면 시력 교정의 목적으로 콘택트렌즈

를 사용하는 비율이 1987년 2%에서 2015년 7.1%로 높아졌다[4]. 그

런데 콘택트렌즈의 착용자의 약 50%는 건성안 증상(안구건조증, dry 

eye syndrome)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5,6], 이는 정상인 

대비 12배, 안경 착용자 대비 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7]. 

미용 목적으로 개발된 써클 소프트 콘택트렌즈(써클렌즈, circle soft 

contact lens)의 사용 또한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 써클렌즈는 제조 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염료와 착색 공법으로 인해 렌즈의 물리·화학적 성

질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안구의 건조감이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8]. 이런 이유로 써클렌즈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9,10]. 

또, 눈 화장과 눈썹 문신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화장품과 문신용 염료

가 눈꺼풀 속에 있는 마이봄샘(meibomian gland)을 막아 마이봄샘 기

1) 무의식적으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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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저하증(mdibomian gland dysfunction, MGD)을 유발 시킬 수 있다. 

특히, 수면에 들기 전에 눈 화장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지 않은 경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11], 눈썹 문신으로 인해 발생

하는 다양한 합병증에 대한 보고서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12].

최근 2, 3년 사이에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또한 안구 건강을 위협

하는 존재로 지목받고 있다. 안구는 계속해서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기

관이기 때문에 대기의 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13]. 미세먼

지는 눈에 염증을 유발하여 가려움, 눈 시림, 각막 충혈 등의 증상을 유

발할 수 있으며[14], 고농도 미세먼지에 안구가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다양한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건성안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5,16,17].

1.2. 안구 상태 진단을 위한 기존 방법과 문제점

각막 충혈, 극심한 눈의 피로, 건성안 같은 다양한 안과 질환을 호소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안과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나

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안과 질병, 안구 표면의 상태, 눈물막 

상태 등을 정밀하게 진단·분석하려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이

에 대한 검증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영상 기기를 이용해 콘텐

츠 시청 시 피험자의 상태 변화를 분석하여 초고화질·초대형 화면, 모

바일 기기의 블루라이트(blue light), 혹은 콘텐츠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

는 연구들도 진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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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피험자 의존형 평가방법

  안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다양한 설

문지나 표식 등에 대한 피험자의 응답에 따라 안구 상태를 추정하는 

피험자 의존형 평가방법이다. 피험자 의존형 평가 방법 중 가장 대표

적인 검사로는 시각 계통의 공간적 해상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력

(Visual Acuity, VA) 측정이 있다. 

  시력 측정은 일반적으로 피험자가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글자, 숫

자, 혹은 기호들의 식별여부를 질문과 응답의 과정을 거쳐 판단함으

로써 검사가 이루어진다[20]. 이러한 시력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가

장 대표적인 검사표로는 스넬렌 시력 검사표(Snellen Chart)와 란돌

트 고리(Landolt C)가 있다.(그림 1-1)

그림 2-1 시력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a) 스넬렌 시력 검사표[18]와 

(b) 란돌트 고리[19]



- 5 -

  시각 기능과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도 개발되어 왔으며 

Activities of Daily Vision Scale(ADVS), Visual Function 

Index(VF-14), Low Vision Function Status Evaluation(LVFSE), 

Low Vision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LVQOL), National 

Eye Institute Visual Functioning Questionnaire(NEI-VFQ) 등의 

설문지들이 대표이다[21,22,23,24,25]. 

ADVS와 VF-14는 주로 백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후 평

가에 사용되고 있으며, LVFSE와 LVQOL은 주로 저시력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재활 기능 평가에 사용되고 있다[26].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NEI-VFQ는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그룹별로 비교·평가하

기 위해 사용되며, 미국 국립안연구소(National Eye Institute)의 후

원으로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에 의해 개발되었다[25]. 

NEI-VFQ 설문지는 연령성 백내장, 연령관련 황반변성, 당뇨망막병

증,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그리고 거대세포 바이러스 망막염의 5가지 

만성 안구 질환과 시력저하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및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었으며, 이후 다수의 안과 질환에 적용이 가능

하도록 수정되었다[25].

초기에는 총 5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NEI-VFQ-51이 사용

되었으나 2001년부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5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간소화시킨 NEI-VFQ-25가 사용되기 시작

하였다[27]. NEI-VFQ-25는 다양한 실험과 검증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여러 국가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망망학회 기획위원회에서 이 설문지를 

번역하고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여 한국어판 시각기능설문지 25를 개

발하였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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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성안을 선별하고 위험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 맥모니 설문지

(McMonnies Questionnaire)와 안구표면질환지수(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가 개발되었다. 

맥모니 설문지는 건성안의 위험 요소에 초점을 맞춘 14가지 질문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부여받은 점수의 

총합을 바탕으로 건성안 여부를 판별한다. 위험 요소로는 성별, 나이, 

콘택트렌즈의 착용 여부, 안구 건조 증상, 이전 안구 치료 병력, 환경 

자극과 관련된 안구 건조의 2차 증상, 안구 건조 증후구군과 관련된 

의학적 상태, 점막의 건조 및 약물의 사용 등이 포함된다[28].

안구표면질환지수는 건성안 치료제를 만드는 엘러간사(Allergan, 

Inc., Irish)에서 2004년에 건성안 증상이 안구 불편감과 시각 기능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29,30]. 전체 문항은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험자들은 각 질문들에 대하여 0점부터 4

점까지의 척도로 응답을 한다. 최종 점수는 응답 점수들의 총합에 25

를 곱하고 응답한 문항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가지게 된다. 최종 점수가 12점 이하일 때에는 정상, 13점에

서 22점까지는 가벼운 건성안(mild dry eye disease), 23점에서 32

점까지는 중등도 건성안(moderate dry eye disease), 그리고 33점 

이상일 때에는 극심한 건성안(severe dry eye disease)으로 판정한

다[31].

이 외에도 다양한 피험자 의존형 평가 방법이 존재하며, 많은 실험

과 상호 교차 검증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하

고 있다[25,26,32]. 하지만, 이러한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피험자의 

주관적인 표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 대한 응답이 피험

자 각자의 경험이나 성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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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와 안구 상태가 항상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험자가의 의도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험자가 의도적으

로 검사 결과를 왜곡 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험자 

의존형 평가 방법만으로 안구 상태를 검사한 결과는 신뢰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2007년 국제 건성안 워크숍 보고서'에서도 대부분의 

건성안 진단과 치료·처방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진단에 의거하지 못

하고 환자의 증상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33].

검사 방법이 여러 번의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의 과정을 거치기 때

문에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특정 시점의 

안구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전에 피험자가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에 연속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

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피험자 의존형 평가방법은 다양한 분야로의 응

용이 힘들다.

1.2.2. 눈물막 분석 방법

피험자의 주관과 의도를 배제하고 안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서 눈물막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눈물막이란 

정상적인 안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액체로 이루어 진 매우 얇은 막을 

뜻한다. 이 눈물막은 기본적으로 안구 표면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안구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물질을 씻어내

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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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눈물 생성과 관련된 기관과 눈물막 구조[36]

눈물의 생성과 관련된 기관과 눈물막의 구조는 그림 1-2와 같으

며, 눈물막은 각막 쪽부터 점액층(mucin layer), 수분층(aqueous 

layer), 지방층(lipid layer)의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34,35]. 눈

꺼풀이 깜박일 때마다 눈물이 각막 상피 표면에 퍼지면서 눈물막이 

새롭게 형성된다. 표면의 지방층은 눈물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하며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기름이 표면장력을 낮춰서 눈물

이 넓게 퍼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세 층중 가장 두꺼운 수분층은 

눈물샘(lacrimal gland)으로부터 생성되며 눈의 영양공급을 담당한다. 

점액층은 눈물을 각막 표면에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세 층 중에 어

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눈물막이 불안정해지고 눈이 

건조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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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쉬르머 테스트(Schirmer's Test)를 위한 스트립 삽입[38]

눈물막을 분석하고 검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쉬르머 테스트

(Schirmer's Test)와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tear breakup time, 

TBUT)가 있다.

쉬르머 테스트는 눈이 눈물을 흘리도록 충분한 눈물을 생성하는 지 

확인하는 검사로 피험자가 심한 안구 건조 증상이나 과도한 눈물을 

경험할 때 사용한다. 절차는 상황에 때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

으로 두 눈을 동시에 검사한다. 눈물이 생성되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 

눈에 그림 1-3과 같이 종이 스트립을 아래 눈꺼풀 주머니에 삽입하

여 검사를 진행한다. 스트립을 삽입한 상태로 눈을 5분 동안 감은 뒤 

용지를 제거하고 수분량을 측정한다[37]. 일반적으로 스트립 용지가 

10~15mm 이상 젖으면 정상으로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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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를 위한 염색(좌)과 검사 사진(우)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는 증발성 건성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임상검사로 눈물막의 뮤신(mucin)의 부족으로 초래되는 눈물의 증발 

정도를 검사한다. 눈물막이 파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

해서 환자의 눈물막을 플루오레세인(fluorescein)으로 염색하고 코발

트블루(cobalt blue) 조명 아래에서 관찰한다. 눈물막 층이 균열에 의

해 마른 점, 구멍(dry spot)의 형태가 최초로 발생하는 시간을 측정

하여 검사를 진행한다[39,40]. 

이외에도 염색액을 이용하여 결막(conjunctiva)2)의 손상과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41]. 안구 표면이 염색 되는 정도에 따

라 안구 표면의 손상과 건강상태를 평가 및 단계화 할 수 있으며, 안

구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사용되는 염색액

으로는 로즈 벵갈(rose bengal), 리사민 그린(lissamine green) 등

이 있다[42].

이러한 방법들은 안구 표면 혹은 눈물막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

2) 눈꺼풀의 안쪽과 안구의 희 부분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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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서 피험자 의존형 진단 방법보다 정확한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안구가 스트립, 염색액 등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검사 방법이 다소 복잡하며, 피험자가 부담 혹은 거부감을 느낄 가능

성이 있다. 그리고 검사 후 염색액에 의한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

다[42]. 피험자 의존형 진단 방법과 마찬가지로 연속측정이 불가능하

며 재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1.2.3. 정밀 기기를 이용한 진단 방법

안구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정밀 기기들 개발되어 

왔다. 빛간섭단층촬영기기(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가 대표적이다. 

그림 1-6 OCT 안구 촬영 결과

(a)망막두께지도[44]   (b)황반 횡단면[45]   (c) 각막, 아랫 눈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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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는 초음파의 원리와 비슷하며 음파 대신 빛을 사용한다. 짧은 

간섭광을 이용하여 안구의 각각 다른 구조에서 반사되는 빛의 파장을 

광학적 간섭계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고해상도의 단층 영상을 얻

어낸다. OCT는 1991년 Science지에 소개[43]된 이후 다양한 분야

에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의학용 제품으로는 안과에서 가장 활발하

게 개발·이용되고 있다. 

OCT로 촬영된 영상은 안과 임상에서 황반원공, 황반주름, 망막박

리 등 각종 망막질환의 검사, 경과 관찰 및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OCT는 산동3)을 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

나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산동제를 점안하고 30분에서 1시간정도 

기다려 양안을 산동 시킨 후 촬영을 진행해야 한다. 촬영 후 하루 가

량 산동으로 인해 양안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약

간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 OCT의 일종인 전안부 빛간섭단층촬영기

기(Anterior Segmen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terior 

OCT)는 각막과 아랫 눈꺼풀 사이에 눈물이 고인 정도를 촬영할 수 

있다. 

다른 정밀 기기로는 빛 산란 시기능 분석 장비(Optical Quality 

Analysis System, OQAS)가 있다. OQAS는 이중경로기술(double 

pass technique)을 이용하여 임사광과 망막으로부터 되돌아 나오는 

출사광을 정량적·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이 장비는 안구의 광학적 우

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32,46]. OQAS를 이용하여 다양

한 수치들을 측정할 수 있으며, 안구 내 빛의 객관적 산란 지수

(objective scattering index, OSI)는 안구 내 망막에서 맺히는 상의 

질을 수치화 시켜준다. OSI 수치는 수정체나 유리체의 혼탁이 심할 

3) mydriasis, 동공이 확대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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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높게 나타나며 연속측정 된 객관적 산란 지수를 활용하면 눈물

막의 불안정성을 평가 할 수 있다[47]. 

OQAS를 사용하여 망막의 점 강도 분포 함수(point spread 

function, PSF)도 측정할 수 있다. PSF는 작은 점이 안구 내 매질을 

통과하여 망막에 어떤 상이 맺히는지 보여주는 검사로 망막에 맺히는 

상이 많이 퍼질수록 안구의 광학적 질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이 외

에도 변조전달함수(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나 스트렐 

비율(strehl ratio)도 측정 가능하다. 

이러한 장비들을 사용하면 객관적인 안구의 상태를 정밀하고 정확

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비의 가격이 비싸고 전문적인 시스템

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혹은 연구 시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 

검사를 위해서 양안이 검사 장비와 닿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측정할 수는 없다. 

1.3. 임상 대리 지표(surrogate marker)로서의 눈 깜박

임 연구

1.3.1. 임상 대리 지표

안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들의 공통적인 한계는 안구

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장시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임상적 

대리 지표를 이용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가장 대표적인 

대리 지표로는 눈 깜박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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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대리 지표란 질병의 상태 또는 치료에 대한 반응에 대한 간접

지표를 말하며 실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 변수(clinical 

endpoint)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험실 측정이나 물리적 징후를 

뜻한다[48]. 미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는 임상 대리 

지표를 "임상 평가 변수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마커(bio-maker)" 

[49]로 정의하였다. 실제 임상적 결과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

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임상 대리 지표의 예로는 혈당 조절을 위한 지표로 사용

되는 당화헤모글로빈(glycosylated hemoglobin)[50]이나 세계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 WHO)에서 골다공증4) 판별을 위해 골밀

도(bon density)5)를 바탕으로 만든 T-점수[51]가 있다. 하지만 골

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제로는 매우 다양하

고, 약물의 사용, 운동 여부, 피험자의 체중 등의 여러 문제들이 복잡

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골밀도만으로 골다공증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듯 임상 대리 지표들은 실제 질병의 상태와 매우 높은 연관성

을 보여주지만 상태와 지표가 반드시 선형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

니며 상태를 100% 반영하는 것 또한 아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이러한 대리 지표를 사용한다.

4)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될 가능성이 높은 골격계 질환이다[52]. 뼈

의 강도는 뼈의 양과 뼈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뼈의 양은 주로 골밀도로 

대표되며, 뼈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뼈의 미세구조, 교체율, 무기질

화, 미세 손상 등이 있다.

5) 뼈의 무기질밀도(mineral density)의 척도를 말하며 방사선 촬영을 통한 이

중 엑스선 흡수 계측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

용해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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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눈 깜박임

눈 깜박임은 일종의 반사 작용으로 정상적인 성인에서 3∼5초에 

한 번씩 자발적(spontaneous)으로 일어나는데[53], 인간의 일상 행

동 중에서 유일하게 반복적이면서도 비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다

[54]. 평균적인 눈 깜박임 시간은 100∼400ms 정도이며[55], 의식

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눈 깜박임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은 주기적으로 

증발하는 눈물막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있다[56].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각막 표면의 눈물이 천천히 증발되면서 약 10초(혹은 그 

이상)에 걸쳐 눈물막이 붕괴되는데, 눈 깜박임을 통해 눈물막이 각막 

표면에 재형성된다[56]. 재형성된 눈물은 안구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

하고 안구의 건조를 막는다. 그리고 각막에 묻어있는 이물질과 세균

을 제거하거나 다양한 자극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긴장된 안구 근육

이 재구성 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눈 깜박임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 중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눈 깜박임(spontaneous blink)

이다. 자발적인 눈 깜박임은 세 종류에 눈 깜박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가장 작은 진폭과 가장 짧은 지속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

려져 있다[57]. 다음으로 외부 물체와 각막의 접촉,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커다란 소리, 광학자극 등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여 일어나는 반사 깜박임(reflex blink)이 있다. 이러한 

반사 깜박임은 때때로 자발적인 눈 깜박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

만, 눈 깜박임이 일어나는 요인에 따라 분별할 수 있다[58]. 마지막

으로 외부의 지시나 의식적 사고 및 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식적

인 눈 깜박임(voluntary blink)이 있으며, 이 깜박임은 다른 깜박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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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진폭으로 나타나며 지속 시간이 일반적으로 길다. 세 종류의 

눈 깜박임은 사용되는 근육의 종류, 정도 및 지속 시간이 서로 다르

기 때문에, 눈 깜박임이 일어날 때 근전도(electomyogram, EMG)6)

와 같은 생체 신호나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functional MRI, fMRI)

에서 각기 다른 패턴으로 나타난다[57,59,60]. 이러한 차이는 눈 깜

박임 분석 연구 시 피험자의 의식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

도 한다.

1.3.3. 신경·해부학적 눈 깜박임

  1.3.3.1. 눈 깜박임의 해부학적 기원

눈 깜박임은 크게 눈꺼풀을 닫는 과정(눈을 감는 과정)과 닫힌 

눈꺼풀을 다시 드는(눈을 뜨는) 두 개의 과정으로 일어난다. 눈 깜

박임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눈이 완전히 감겨있는 과

정을 추가하여 총 세 개의 과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눈 깜박임 시 눈꺼풀을 닫는 과정은 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눈둘레근(orbicularis oculi muscle)이 주로 관여한다[54]. 눈둘레

근은 안와(orbit)7) 주위에 원형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이마뼈

(frontal bone)와 위턱뼈(maxilla)에서 시작하여 눈꺼풀 위치까지 

이른다. (그림 1-6)

눈둘레근은 크게 눈꺼풀 부분(palpebral portion), 안와 부분

(orbit portion), 그리고 눈물주머니 부분(lacrimal portion)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61]. 그러나 눈물주머니 부분이 별도의 부분인지

6) 근육의 활동전위를 세포외 전극을 이용하여 유도 및 기록하는 전기적 검사

법의 일종으로, 피부 표면에 전극을 붙여 바로 밑 근육의 활동전류를 기록하거

나 침상전극을 근육에 꽂아 근섬유군의 활동을 기록한다.

7) 두개골 속 안구가 들어가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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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확하지 않아서 눈꺼풀 부분과 안와 부분만으로 나누기도 한

다. 눈꺼풀 부분은 내측 눈꺼풀 인대(medial palpebral ligament)

에서 시작하여 일련의 동심원 곡선을 형성하며 안각8)의 외측안검

봉선(lateral palpebral raphe)에 이른다[54]. 눈꺼풀 앞 근육

(pretarsal orbicularis)과 격막9) 앞 근육(preseptal orbicularis)

을 모두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얇고 흐린 색을 띈다[62]. 눈물주머

니 부분은 작고 얇은 근육으로 폭은 약 6mm, 길이는 12mm정도

이며 내측 눈꺼풀 인대와 눈물주머니(lacrimal sac) 뒤쪽에 위치한

다[62]. 안와 부분은 외측 눈꺼풀 연결부(lateral palpebral 

commissure)에서 중단 없이 완전한 타원의 형태를 형성하며 보통 

두껍고 붉은 색을 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깜박임은 주로 눈꺼풀 부분이 

관여하며, 반사적인 눈 깜박임은 주로 안와 부분이 담당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또 의식적인 깜박임은 눈둘레근 모든 영역이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3]. 눈 깜박임의 종류에 따라 진폭과 시

간이 다른 이유가 여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6 안구 주변 근육[64]

8) 눈의 양쪽 끝, 눈초리 또는 눈구석의 통칭

9) 생물체 내부의 칸막이 구실을 하는 엷은 막 모양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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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을 드는 과정은 안와 안쪽에서 기원하는 눈꺼풀올림근

(levator palpebrae superioris muscle)에 의해서 일어난다. 눈꺼

풀올림근은 눈꺼풀 판(tarsal plate)과 피부 사이를 연결하고 있으

며 수축을 통해 윗 눈꺼풀을 들어 올리게 된다[54]. 

두 과정이 서로 다른 근육을 사용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른 신경 기원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5]. 눈꺼풀을 닫는 눈

둘레근은 얼굴 신경(facial nerve)에 지배를 받으며 얼굴신경의 운

동부분은 다리뇌(pons)에 위치한 얼굴신경운동핵(motor nucleus 

of facial nerve)에서 기원하다. 반면에, 눈꺼풀을 올리는 눈꺼풀올

림근은 눈돌림신경(oculomotor nerve)에 지배를 받으며 중뇌

(midbrain)의 앞에 위치한 눈돌림운동핵(oculomotor nuleus)에서 

신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5].

  1.3.3.2. 눈 깜박임의 신경학적 기원

눈 깜박임을 일으키는 운동 신호의 기원은 비교적 명확하게 밝

혀졌지만 소뇌(cerebellum)나 대뇌피질(cerebral cortex)의 정확

히 어느 부분이 눈 깜박임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자세하게 알려

져 있지 않다[54]. 다만 일부 연구에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하여 눈이 깜박이는 동안 소뇌 앞쪽 소엽(lobule) VI과 뒤쪽 

소엽 VIIb의 두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다[54,65].

눈 깜박임과 대뇌피질의 활성 정도를 살핀 또 다른 연구에 따르

면, 정상적인 눈 깜박임은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과 

시각피질(visual cortex)의 일부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

졌다[66]. 그리고 안전위도(electrooculogram, EOG)와 기능적 자

기 공명 영상을 동시에 이용하여 눈 깜박임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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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내측전두이랑(medial frontal gryus)이 자발적인 눈 깜박임을 

담당하고 중심이랑(precentral gyrus)의 활성이 깜박임을 억제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67]. 같은 연구진의 의식적 눈 깜박임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의식적 눈 깜박임 동안 해마곁이랑(bilateral 

parahippocampal gyrus), 중심이랑, 그리고 왼쪽 보조 운동 영역

과(supplementary motor area)의 활성이 관찰되었다[68]. 즉, 중

심이랑은 의식적 눈 깜박임과 눈 깜박임의 억제와 관련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6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눈 깜박임은 단순히 운동과 관련된 뇌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인지과정과 관련된 여러 상위 단계의 연합영역

들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54]. 

  1.3.3.3. 눈 깜박임과 도파민(dopamine)의 관계

도파민은 카테콜아민(catecholamine)과의 화학물질로 동식물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하나이며, 뇌를 비롯한 우리 몸의 여러 곳에

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69]. 특히 우리 뇌에서 신경전달물질

(neurotransmitter)로 작용하며 에피네프린(epinephrine)10)과 노

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11)의 합성체의 전구물질12)이다. 도

파민을 합성하여 전달물질로 분비하는 도파민 뉴런(dopaminergic 

neuron)들은 중뇌(midbrain)의 복측피개영역(ventral tegmental 

area), 흑질(substantia nigra), 시상하부 활꼴핵(arcuate nucleus 

of hypothalamus) 등에 위치한다.

10) 아드레날린으로도 불리며, 호르몬과 세포신호전달물질로 작용한다.

11) 교감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 및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로, 기본적

으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12) 어떠한 화합물을 합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료가 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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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도파민 전달 경로 [70]

원숭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눈 깜박임의 

발생이 도파민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71,72,73,74]. 고효율(high-efficacy)·저효율(low-efficacy)의 

다양한 도파민 작용제(agonist)를 원숭이에게 투여한 결과, 부분 

작용제(partial agonist)가 아닌 모든 직접 작용제(direct agonist)

는 자발적인 눈 깜박임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71]. 

반대로 원숭이에게 도파민 D1과 D2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인 

MPTP13)을 주입한 결과 자발적인 눈 깜박임 횟수가 크게 줄어드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4,72,73]. 또한, D1과 D2 도파민 수용체

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물을 사용한 실험에서 자발적인 눈 깜박

13) 1-Methyl-4-phenyl-1,2,3,6-tetrahydropyr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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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두 수용체 모두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73]. 

1.3.4. 일상생활에서의 눈 깜박임

눈 깜박임은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5초에 한번 씩 

100∼400ms의 시간 동안 일어지만[53,55]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의 경우 성인과 같은 비율로 깜박

이지 않는다. 영아의 경우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성인에 

비해 매우 적게, 대략 1분에 한 번 정도 깜박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53,54,75]. 영아의 이러한 눈 깜박임 사이 시간 간격은 성인과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질층이 두껍고 눈꺼풀 개방이 더 작기 때문에 

눈물의 증발이 느려 성인과 동일한 횟수로 눈을 깜박이지 않아도 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76]. 하지만 이 시간 간격은 신생아의 평

균 눈물막 파괴 시간인 32.5±5.2초에 비해서도 훨씬 더 길다[76]. 

다른 요인으로는 아직 미숙한 감각기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56]. 실제 신생아는 생후 첫 한 달 동안은 눈물을 생성하지 않

는 것으로 알려졌다[77]. 이후 성장과 함께 눈 깜박임의 간격이 점차 

짧아지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성인과 비슷한 비율로 눈을 깜박이게 

된다[77].

성인의 경우에도 일상생활 중에 다양한 외적·내적 요인들에 의해

서 눈 깜박임의 빈도가 변화한다. 24명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일반인

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눈 깜박임의 일일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서 아

침, 정오 및 오후 시간에는 안정적인 눈 깜박임 패턴을 보였지만 저

녁 시간에 눈 깜박임 빈도가 현저하게 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8]. 성인의 눈 깜박임 횟수는 감정 상태, 각성 정도, 전반적인 신체

조건, 인지 활동이나 정보처리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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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53,79,80]. 시각 정보를 상기(rehearsal activity) 시키는 

실험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통해 정보를 흡수할 때(information uptake)는 눈 깜박임 횟수가 감

소하였고, 정보를 상기 시킬 때는 눈 깜박임 횟수가 증가하였다[81]. 

그리고 문장을 소리 내어 읽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등의 언어

적 행동을 할 때에는 눈 깜박임 횟수가 증가한 반면[82], 태블릿PC

나 책을 이용해 문장을 읽을 때는 눈 깜박임 횟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83]. 감소폭은 책을 읽을 때가 태블릿PC을 사용할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83]. 

또, 호르몬제(hormone drug)나 일부 약물을 섭취할 때에도 눈 깜

박임의 빈도가 변할 수 있다.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 복용하지 않은 

여성, 그리고 남성을 대상으로 피임약과 눈 깜박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여성과 남성은 눈 깜박임 

빈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눈 

깜박임 횟수가 32%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4]. 같은 실험

에서 콘택트렌즈의 사용 여부, 눈물막 파괴 시간, 쉬르머 테스트 결

과, 검사실의 온도 및 습도, 그리고 피험자의 연령 간에는 강한 연관

성이 발견되지 않았다[84].

1.3.5. 임상 대리 지표로서의 눈 깜박임 연구

기존의 눈 깜박임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눈 깜박임이 1분에 몇 

번 일어났는지(eye blinks per minute, blink rate)를 측정하여 주된 

지표로 활용하였다. 1928년 에릭 폰더(Eric Ponder)는 일정한 실험 

조건 하에서 개개인에 대해서 초단위로 측정된 연속적인 눈 깜박임 

사이의 간격(interblink periods)의 분포가 일정하며, 깜박임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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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험자의 정신적 긴장(mental tension)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알아냈다[74]. 이후,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눈 깜박임을 관찰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특정 상황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그림 1-8)[54,85].

그림 1-8 눈 깜박임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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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박임 횟수의 변화는 인간이 여러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도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4.에서 언급했듯이 특정 시각 정보를 

눈으로 보고 인지하는 경우에 눈 깜박임 횟수가 감소하였고, 시각 정

보를 다시 떠올리게 한 경우 눈 깜박임 횟수가 다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81]. 이러한 결과는 눈 깜박임의 횟수가 시각적으로 제시된 

정보의 직접처리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54].

다른 연구에서 눈 깜박임 횟수는 시각 자극뿐만 아니라 비시각 자

극의 인지 과정에 의해서도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이미지

의 상상이나 백일몽(daydreaming)은 낮은 깜박임 횟수와 관련이 있

다[86]. 그리고 일련의 숫자를 들려주고 연산을 시키거나, 특정 톤

(tone)의 음을 분별하게 하는 테스트에서도 눈 깜박임의 횟수가 유의

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87]. 비시각적 자극이나 일반적인 인지

과정을 이용한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눈 깜박임 횟수 변화가 시각

정보처리 이외의 과정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눈 깜

박임 횟수가 변화하는 이유가 단지 눈앞에 제시된 시각적·물리적인 

자극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억제가 아니라 뇌의 다양한 

인지과정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54].

또한, 눈 깜박임의 횟수는 피로·졸림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88,89,90]. 안전위도와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연

구한 결과 졸림을 느끼고 있을 경우 평균 눈 깜박임 시간이 증가하였

고 눈 깜박임 시간의 편차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눈이 감겨있는 시간

과 눈을 뜨는 데 걸리는 시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0]. 

눈 깜박임의 빈도는 졸음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한 후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잠들기 직전 극심한 졸음 단계에서는 다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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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에서 언급한 것처럼 눈 깜박임은 도파민과 밀접한 관련성

이 있으며, 도파민 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조현병(정신분열증, 

schizophrenia)14), 연축성 사경(spasmodic torticollis)15), 혹은 파

킨슨병(Parkinson's disease)16)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눈 깜박임

이 정상인과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현병을 앓

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눈 깜박임 횟수를 조사한 결과 분당 약 

27회 정도로 정상인에 비해 약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3], 연축성 사경 환자의 경우에도 눈 깜박임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94]. 반대로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눈 깜박임 횟수

가 정상인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심한 경우 분당 1∼2회 가량

의 눈 깜박임만 관찰되었다[94,95].

그림 1-8은 기존에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눈 깜박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들을 표로 정리한 것으로 눈 깜박임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눈 깜박임의 패턴을 분석한다

면 피험자의 정확한 질환을 완벽하게 판별하지는 못하더라도 임상 대

리 지표로서 피험자의 문제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다만, 눈 깜박임을 임상 대리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이와 더불어 피로도와 측정시간과 같은 생리학적 요인들도 함께 고

려해야한다. 

14) 사고(思考), 감정, 지각(知覺),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 [92]

15) 경부 디스토니아(cervcial dystonia)라고도 불리며 뇌의 기저핵에서 원인

에 되었다고 여겨지는 하나의 신경학적 병적 상태로 불수의적이고 지속적

인 근육 수축이 특징 [92]

16) 신경퇴행성 질환 중의 하나로 흑질 내 도파민 세포 사멸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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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존 눈 깜박임 분석 방법과 한계점

1.4.1. 안전위도 신호를 이용한 측정 방법

눈 깜박임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 방법들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생체 계측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생체 

계측 신호는 안전위도가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안전위도와 근전도 

혹은 뇌파 신호(electroencephalogram, EEG)17)를 동시에 사용하기

도 한다. 

안전위도는 안구의 상태 및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사람의 안구의 앞면(+전위)과 뒷면(-전위) 사

이에 존재하는 상피전위(transepithelial voltage)18)를 눈의 운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여 전기적 신호로 기록하는 전기 생리학적 검

사 기술이다[96]. 일반적으로 눈 주변부에 전극을 부착하여 측정하

며, 측정을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전극은 은-염화은 전극(silver 

-silver chloride electrode, Ag-AgCl electrode)이다. 생체와 염

화은은 염소이온(chlorine ion, Cl-)이 공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

분극성 전극으로서 작용하며, 평형전의위 안정성 및 재현성이 높다.

17) 뇌파 검사 (EEG)는 뇌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전기·생리학적 모니터

링(monitoring) 방법이다. 침습성 전극이 때때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

로 두피를 따라 전극이 위치하는 비침습적 방법이다.

18) 피부, 점막, 망막 등 상피로 덮여 있는 기관의 상피 내외에서 볼 수 있는 

정지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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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안전위도 원리. 눈은 쌍극자 역할을 하며 (a) 좌측 시선일 때

와 (b) 우측 시선일 때는 서로 다른 극성의 전위가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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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도를 이용하면 망막색소상피(retinal pigment epithelium, 

RPE)의 기능도 측정할 수 있다. 측정을 위해 우선 피험자의 눈을 산

동 시키거나 배경조도를 높인다. 검사 전 최소 30분가량 안정적인 실

내조명 아래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형광 혈관 조영술이

나 안저 사진과 같은 망막 영상 촬영 검사나 기타 간접적인 안과검사

를 피해야한다. 검사가 시작되면 피험자는 눈을 앞뒤로 움직이지 않

고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검사는 연속된 암순응기와 명순응기에서 

기록된 전기 전위차의 비율을 측정한다. 이 비율은 Arden index 혹

은 Arden ratio라 하며 일반적으로 비정상으로 나온 결과보다 정상으

로 나온 결과가 임상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진다[96]. 일반적으로 

Arden ratio가 1.8 이상일 경우 정상으로 판단하고 1.65보다 낮을 

경우 심각한 비정상으로 판단한다. 

     


  Dark trough

  Light peak

안전위도는 유전성 황반 질환을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

용되며, 망막전도(electroretinogram, ERG)19)와 함께 다양한 진행

성 망막 장애를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19) 망막에 빛을 댔을 때 나타나는 전기적 반응을 뜻한다[97]. 

    망막의 안쪽 측면이나 각막 위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동안 환자

의 눈은 표준화 된 자극에 노출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신호의 진폭(전압)

이 표시된다. 신호는 매우 작으며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볼트 또는 나

노 볼트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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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도 신호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의 시선 

각도까지는 안구 1°의 움직임에 따라 약 20의 전압이 선형에 가

까게 나타난다[9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평 또는 수직 안전위도 

값을 측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안구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99]. 안

전위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안구 운동의 종류는 다양하며 대

표적인 검사 항목은 표 1-1과 같다.

안전위도는 1.2.에서 설명한 다른 안구 분석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긴 시간동안 연속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정확도가 높으며, 피험

자의 시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비침습적 방법이며 객관적

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99].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안전위도를 이용해 안구 움직임 분석하여 다

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

간-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분야가 있

으며, 안구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를 분석하고 시선을 추적하여 다

양한 전자 기기의 입력장치(input interface)를 안구의 움직임으로 대

체하려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98,100].

안전위도 신호를 이용하여 안구의 움직임과 안구 및 근육의 상태 

혹은 질병과의 연관성을 밝히려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시

운동안진을 측정하여 영아나 비언어적 피험자의 시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 되었으며[101], 좌·우 반고리관과 상전

정신경의 기능 검사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102,103]. 몸의 피로, 안

구의 피로, 졸림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피험자의 상태 지표로 

사용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04,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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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도를 이용한 눈 깜박임 분석은 안구 주변에 전극을 부착하여 

눈꺼풀의 상하 움직임을 측정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안전위도를 이용

한 이전의 실험들에서는 보편적으로 60∼1000Hz의 샘플링 주파수

(sampling frequency)를 사용하였으며, 가장 많이 사용했던 주파수 

대역은 100~200Hz 이었다[88]. 연구들은 주로 눈 깜박임의 빈도와 

개별 눈 깜박임의 지속 시간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눈 깜

박임의 구간을 나누고 세분화여 눈꺼풀을 닫거나 뜨는데 걸리는 시

간, 전체 눈 깜박임에서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의 비율 등을 분석하기

도 하였다[90]. 

안전위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 또한 존재한다. 안전

위도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극을 피험자 얼굴에 부착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전극과 피부의 접촉면에서는 저항 및 노이즈(noise)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피부 조직의 대사 상태와 주변 조명으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며 전극에 부착 위치에 따라서 신호가 다르게 

측정된다. 따라서 수시로 신호를 보정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피부와의 

저항과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젤(gel) 형태의 전극풀(paste)을 사용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전극 풀의 사용은 피험자에게 검사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과 결합하여 전선(wire)의 사용을 최소화하

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는 전선을 사용하여 전극과 검사 

시스템을 연결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전극과 전선의 

사용은 안전위도 측정 시스템의 공간적인 제약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힘들게 한다. 따라서 안전위도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검사는 병원이나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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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안전위도와 눈꺼풀 실제 변위 비교

안전위도는 다양한 성분의 신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동시에 눈꺼풀의 움직임과 같은 특정 성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불

규칙적인 운동들의 신호를 포함하기 때문에 검사 프로토콜(protocol)

을 정립하기가 어렵다[96]. 

또한, 안전위도의 신호 변화가 눈꺼풀의 변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눈꺼풀의 운동의 시작과 끝만을 나타낸다. 따라

서 눈꺼풀의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한다. 

그림 1-10은 안전위도 신호와 눈꺼풀의 실제 변위를 비교한 그래프

로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낸다. 안전위도의 신호가 실제 눈꺼풀의 변위

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동자의 움직임도 신호로 

측정되기 때문에 눈 깜박임의 분석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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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미세 코일(coil)을 사용한 분석 방법

눈 깜박임 시 눈꺼풀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작은 

코일을 이용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다양한 자극 조건에서의 눈 깜

박임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0.1mm 직경의 구리선을 이용해 만

든 작은 코일(직경:2.2mm, 회전수:20, 무게:20mg)을 사용하여 눈꺼

풀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107]. 실험에서는 윗눈꺼풀 가장자리로부

터 약 1mm 떨어진 곳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코일을 고정시켰다. 코일

은 눈 깜박임 시 눈꺼풀과 함께 움직이며 안구 주변 자기장을 변화시

키게 되고,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여 눈꺼풀의 움직임을 정

량적으로 측정·분석하였다[107].

코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눈꺼풀의 움직임만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측정을 위해 눈꺼풀에 부착하는 코일은 크기가 작다고 하더라

도 눈 깜박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항상 측정용 

코일을 부착하여야하기 때문에, 생체 계측 신호를 이용한 측정 방법

과 마찬가지로 응용 및 확장 가능성이 낮다.

1.4.3. 영상 촬영을 이용한 분석 방법

최근 영상을 촬영하여 분석하는 방법(videooculography, VOG)을 

사용한 눈 깜박임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영상 촬영법은 원거

리에서 피험자와 비접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 제

약 조건이 적고 응용 및 확장 가능성이 높다. 

최근 카메라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눈 또는 얼굴을 추적하여 운전자

의 졸음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8,109,110]. 

구현된 알고리즘은 운전자의 시선 도는 표정 뿐 아니라 눈 깜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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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시간과 빈도를 분석하였다. 영상 분석(image processing)을 이

용한 방법의 단점은 눈 깜박임의 지속 시간이 100∼400ms로 짧기 

때문에 30fps의 영상을 촬영하는 표준 카메라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눈 깜박임 관련 

정보가 생체 계측 신호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상 촬영법에서 고속 카메라의 필요성이 부각되었

고, 두 대의 일반 카메라를 동기화하여 프레임 속도를 늘려서 실험

[111]한 이후 고속 카메라를 사용하여 눈 깜박임을 특성화하려는 노

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눈 깜박임의 변수를 관찰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일부 연구에서 안전위도와 비교를 통한 검증을 실시했다

[100]. 그러나 기존 고속 카메라의 낮은 해상도20)로 인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었고 일부 실험에서는 눈 주변부를 확대해서 촬영하기 위해 

피험자의 얼굴을 기구를 사용해 고정시키기도 하였다. 얼굴 전체를 

촬영한 다른 실험에서는 동공의 크기가 8 화소(pixel), 눈꺼풀의 위

치 변화가 4 화소 정도로 촬영되어 눈꺼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100].  

1.5. 연구 목표

이번 연구에서는 눈 깜박임을 분석하고 임상 대리 지표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의 안전위도와 같은 생체 계측 신호들을 이용한 방법들의 한계

를 극복하는 새로운 눈 깜박임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분석 방법은 기존의 생체 계측 신호를 이용하여 눈 깜박임을 

분석한 연구에서 측정하였던 변수들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생체 계측 

20) 실험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HVGA(480×320)이하의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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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로는 측정이 힘들었던 눈이 깜박일 때의 눈꺼풀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눈 깜박임의 패턴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눈 깜

박임을 한 장의 이미지로 시각화한다.

생체 계측 신호를 이용하여 눈 깜박임을 분석한 연구들은 전술한 것

처럼 눈꺼풀의 움직임을 수치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이 깜박임일 때에 

눈꺼풀 움직임을 분석하거나 눈꺼풀이 완전하게 닫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눈 깜박임의 지속 시간이나 빈도 등을 계산하여 

눈 깜박임의 형태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눈꺼풀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눈 깜박임 동안 눈꺼풀이 완전하게 닫히지 

않는 불완전한 눈 깜박임(incomplete blink)을 분석하고자한다. 불완전

한 눈 깜박임에 대한 시각화 작업도 진행하고 전체 눈 깜박임에서의 비

율을 계산해 본다. 

질병을 호소하지 않는 정상인들의 눈 깜박임 패턴을 바탕으로 눈 깜

박임의 표준 색인과 눈꺼풀의 표준 움직임 지표를 제작한다. 제작한 표

준 색인과 눈꺼풀 움직임 지표를 이용하여 눈 깜박임 패턴의 변화를 살

펴보고, 눈 깜박임의 시각화 결과와 눈 깜박임 변수 등을 하나로 정리한 

눈 깜박임 평가 양식을 제안한다. 최종적으로 눈 깜박임 평가 지표를 이

용한 영상 기기 및 콘텐츠의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영상 기기 

및 콘텐츠의 안전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시청 전·후의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피험자 의존형 평가방법은 1.2.1.

에서 전술한 것처럼 재현성·신뢰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눈 깜박임을 이용하여 영상 기기와 콘텐츠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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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고속 촬영된 영상(High-frame Video)을 이용한 

눈 깜박임 패턴 분석 기법의 제안

2.1. 새로운 눈 깜박임 분석

2.1.1. 눈 깜박임 분석 방법의 요건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눈 깜박임 분석 방법은 눈 깜박임

이 대리 지표로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도록 비접촉인 방법으

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비접촉 방식은 전극과 전선을 항상 필요로 하

는 안전위도나 근전도와 같은 생체 계측 신호를 이용한 방법의 단점

으로 지적되는 공간적·상황적 제약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피험

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혹은 연구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측정을 

위해 설정된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분석 방법은 안전위도처럼 장시간 연속적인 측정으로 설계

하고자 한다. 눈 깜박임은 제 1장에서 전술한 것처럼 다양한 환경 변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만 측정하여 분석하기 보다

는 장시간에 걸쳐 연속적인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피험자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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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눈 깜박임 분석을 위해 설치해야 되는 장비들의 종류 및 수를 최대

한 간소화하여야한다. 실험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장비들이 늘어날수

록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눈 

깜박임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해야 임상 대리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으

며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눈 깜박임 분석 방법을 제안하

여 기존의 눈 깜박임의 한계와 단점들을 극복하고 임상 대리 지표로

서의 눈 깜박임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분석 방법은 임상 대리 지표로서 보건 의료, 1차 의료 서비

스 및 헬스 케어(health care)분야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2.1.2. 눈 깜박임 분석을 위한 실험 설정

본 연구에서는 2.1.1.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고속 영상기

반 눈 깜박임 영상 분석을 이용한 새로운 진단 기법을 제안한다. 영

상 분석을 이용한 눈 깜박임 분석 방법은 이미 일부 연구에서 이용되

었으나 1.4.3.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계가 존재 했었다. 

최근 반도체 제작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고성능 시각 센서(vision 

sensor)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의 센서보다 성능은 증가하

고 가격은 낮아졌다. Full HD(1920×1080)의 화질을 240fps의 속

도로 연속해서 촬영하거나 960fps의 속도로 짧은 시간 촬영할 수 있

는 시각 센서들도 개발 되었으며, 스마튼 폰과 소형 디지털 카메라

(compact digital camera)에 탑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200fps 

이상의 속도로 연속 촬영이 가능한 시각 센서를 사용한다면 기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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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분석법들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눈 깜박임 분석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할 때, 고속 시각 센서의 촬

영 속도가 빠를수록 높은 정확도로 눈꺼풀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

다. 하지만 빠른 속도의 시각 센서는 장시간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속도와 촬영 시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눈 깜박임의 지속시간은 100~400ms이며, 지속 시간이 

짧은 눈 깜박임의 경우는 약 50ms정도이다[55]. 이러한 눈 깜박임의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초당 40장 이상의 속도로 촬영 가능한 시

각 센서면 충분하다. 하지만 눈꺼풀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로 촬영을 진행하여야한다.

안전위도 신호를 이용하여 눈 깜박임을 분석했던 이전 연구들에 따

르면, 정상적인 눈 깜박임에서 눈이 완전히 감긴 상태로 있는 시간은 

대략 10~20ms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눈 깜박임에서 눈이 완전히 감

겨 있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초당 100~200장 정도의 속도로 촬

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1.4.1.에서 전술한 것처럼 안전

위도를 이용하여 눈 깜박임의 패턴을 분석한 이전의 실험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주파수 대역은 100~200Hz이었다[88]. 따라서 영상

을 200fps 이상의 속도로 촬영한다면, 눈꺼풀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눈 깜박임을 분석함과 동시에 안전위도를 사용하여 얻었던 

눈 깜빡임 분석 결과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및 실험이 진행되었던 한국의 경우 60Hz의 교류 전원을 사용

하기 때문에 120Hz로 조명의 밝기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당 촬

영되는 프레임 수를 120의 배수로 설정하면, 영상 내 밝기가 일정하

게 변화하게 되어 영상에서 조명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

러 이유들로 인해서 본 연구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 특별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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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240fps의 속도로 영상을 촬영하였다. 최근 개발되는 240fps 

속도의 시각 센서들은 연속해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 시간에

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눈 깜박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촬영을 진행한 거리에서의 시야

(field of view, FOV)와 영상에 촬영되는 눈 크기가 중요하다. 눈꺼

풀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촬영되는 눈의 크기가 15~20 화소

(pixel)가 되어야 한다. 한국인의 평균 눈 크기는 대략 가로 3cm, 세

로 1.5cm정도인데 평균의 절반 정도의 눈 크기까지 분석을 하고자 

할 때, Full HD 화질의 카메라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SN-N960N 

(Samsung Electronics, Korea)을 확대(zoom in)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할 경우 대략 90~120cm 떨어진 피험자까지 분석이 가능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보다 멀리 떨어진 피험자의 경우, 눈 깜박임의 

빈도만 측정하거나 확대 기능을 사용하여 얼굴 주변부만 촬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험에서는 눈 깜박임 분석을 두 눈 중 한 쪽에 대해서만 진

행하였다. 따라서 피험자의 두 눈 중 한 쪽이라도 찍혀 있다면 눈 깜

박임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피험자의 얼굴이 좌·우로 회전하여

도 영상에서 눈의 크기가 20×20 화소 이상의 크기로 촬영 될 경우 

눈꺼풀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앞뒤 회전에 대해서는 눈의 

상하 높이의 5%정도를 왜곡시키는 약 15°이하, 좌우 회전에 대해서

는 눈의 너비·높이의 비율이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60°이하를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시야가 상하 15°, 좌우 60°이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피험자가 모니터나 정면을 주시할 경우에는 눈 깜박임 분석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눈 깜박임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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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고속 카메라의 낮은 해상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험자의 얼굴을 

고정시키거나 여러 장치를 함께 사용 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별도의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다.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환경은 보편적인 

실내 환경으로 정하여 피험자에게 가해지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최대

한 줄이는 방향으로 조성하였다. 별도의 조명 장치를 설치를 하지 않

았으며 목 받침이 있는 의자를 제외한 별도의 장치들을 사용하지 않

았다. 

동영상 촬영 시 피험자에게 그림 2-1과 같이 모니터로부터 6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의자에 등과 목을 기대고 바른 자세로 앉아 모

니터를 응시하도록 하였다. 시각 센서는 모니터 위에 고정되며 모니

터를 바라보는 피험자의 얼굴 주변부를 촬영하였다. 

평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피험자의 경우, 이를 벗었을 

때 눈의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실험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

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하였다. 다만 

안경테가 눈꺼풀의 움직임을 가리거나 안경알에 색이 있을 경우에는 

실험에 방해가 되지 않은 안경으로 교체하여 착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2-1 고속 영상을 위한 촬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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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눈 깜박임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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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박임을 분석하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은 그림 2-2와 같다. 

240fps의 속도로 촬영된 영상에서 필터링(filtering) 작업을 통해 노

이즈 성분을 줄인다. 필터링 된 영상을 1차원 신호로 변환하고 눈 깜

박임 순간을 검출한다. 이후 눈꺼풀의 위치 및 모양을 검출하여 눈 

깜박임을 시각화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변수들을 추출하여 눈 깜박임

을 분석한다.

2.2. 눈 깜박임 검출 방법

2.2.1.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

고속으로 촬영된 영상은 한 프레임(frame)당 노출시간이 일반 카

메라로 촬영된 영상에 비해 짧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많은 노이즈 성

분이 포함한다.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위해서는 영상에 포함된 노

이즈 성분을 최대한 감소 시켜야 한다. 

노이즈 성분과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조명에 의한 영향이

다. 동영상의 특성상 조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동영상

의 촬영 장소에 따라 조명이 다르며, 같은 장소의 같은 조명이라 할

지라도 조명의 밝기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다. 또 고속으로 촬영된 

영상의 한 프레임 당 노출시간은 교류 전원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

는 실내조명 밝기의 변화 주기(한국 기준 1/120초)보다 짧기 때문에 

한 동영상 내에서도 각 프레임마다 다른 밝기로 촬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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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사람의 얼굴을 240fps의 속도로 눈이 깜박이는 순간을 촬영한 

영상의 화소 값 변화  (a) 전체 프레임의 변화  (b) 짝수·홀수 프레임의 

변화

그림 2-3은 눈이 깜박이는 순간에 눈 주변을 240fps의 속도로 1

초 동안 촬영한 영상에서 각 프레임마다 전체 화소의 평균을 계산하

여 나타낸 그래프이이다. 그림 2-3의 (a)는 전체 프레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평균 화소 값 변화의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평

균 화소 값이 계속해서 큰 진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눈 깜

박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성 변화 보다 프레임 단위로 변화하는 

노이즈 값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시 동영상 촬영 속도를 실내조명 변화 속도에 2배로 설정했

기 때문에, 동영상 내에서 홀수 프레임과 짝수 프레임은 각각 비슷한 

밝기에서 촬영이 진행 되게 된다. 따라서 전체 프레임을 홀수와 짝수

로 분리해서 각 프레임의 평균 화소 값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3 

(b)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며, 화소 값의 변화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프레임을 분리하여 조명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실내에서 안

정적인 조명 아래 촬영을 진행할 때만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고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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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촬영된 영상에서 조명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은 되지 못한다. 

얼굴 인식 시스템에서 조명 변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방

법으로는 크게 조명 불변 특징 추출(illumination invariant feature 

extraction), 조명 모델링(illumination modeling) 및 조명 변화 제거

(illumination variation removal)의 세 가지 범주가 있다[112].

첫 번째 접근법은 얼굴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 조명변화에 둔감한  

특징들을 찾는 것으로 2차원 가버 필터(2-dimensional Gabor 

filter) 등을 이용한 외각선 검출(Edge detection) 방법이 대표적이

다.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는 조명 변화에 따른 영상 변화를 극복하기

에 충분 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113]. 두 번째 방법

은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각 사람의 여러 영상을 사용하여 조명 변화 

모델을 학습 시는 방법으로, 이 범주에 속하는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조명 변화 문제 해결에 좋은 결과 보여준다[112]. 하지만 학습을 위

해 각 피사체마다 다양한 조명 조건으로 촬영한 많은 영상들이 필요

하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 방법은 촬영된 영상을 조명의 변화를 지

운 정규 형태(canonical form)의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대표

적인 방법으로는 히스토그램 균등화(histogram equalization), 감마 

보정(Gamma correction), 그리고 레티넥스 이론(retinex theor

y)21)에 기반을 둔 보정 방법 등이 있다[112]. 

인간의 망막 구조는 그림 2-4와 같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기능

하고 있는데, 최근 인간의 망막을 모방한 새로운 조명 정규화 방법이 

제안되었다[113,114]. 

21) 영상의 화소 값(I(x,y))을 반사율(R)과 조명(L)의 곱으로 모델링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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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망막 구조 [115]

실제 망막의 원리와는 다른 것으로 밝혀진 이 방법은 외망상층

(outer plxiform layer, OPL) 필터와 내망상층(inner plxiform 

layer, IPL) 필터라는 두 개의 필터로 이루어져 있다. OPL 필터는 

시공간 필터(spatio-temporal filter)로 낮은 공간 주파수를 감쇠시

키고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여 정적 가장자리를 추출하는 역할을 하

며 Weighted difference of gaussian(WDoG) 필터로 구현된다. IPL 

필터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며 시간적 고주파 통과 필터

(temporal high-pass filter)로 구현된다. 이 필터는 움직이는 가장

자리를 향상시키고 정적 가장자리를 제거한다. 따라서 IPL 필터링 된 

결과 영상에서 움직이는 윤곽선은 높은 값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다른 곳은 낮은 값을 가지게 된다[116].



- 46 -

그림 2-5 OPL 및 IPL 필터링 결과 영상

그림 2-5는 눈이 감기고 있는 동영상에서 추출된 이미지의 OPL 

및 IPL 필터링의 예를 보여준다. OPL 필터링 결과 가장자리가 향상

되고 이미지의 조명 변화가 감소하였고, IPL 필터링 결과에서는 움직

임이 있는 화소만 포착한다.

2.2.2 동적 시각 센서(Dynamic Vision Sensor, DVS)

기존 카메라로 얻은 영상은 일련의 순간 사진(스냅샷, snap shot)

들로 구성된 프레임 기반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생체 

시각을 모방한 동적 시각 센서가 개발 되었는데, 이 센서는 시간에 

따라 휘도차이가 발생하는 픽셀만 반응하여 출력하는 이벤트(event) 

기반 형태의 센서이다[117,118]. 

동적 시각 센서의 사용은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할 때 연속적인 프

레임을 비교하는 계산 비용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만

을 감지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물체는 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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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눈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 동적 시각 영상

만약 눈 깜박임을 동적 시각 센서로 촬영하면 움직이는 눈꺼풀을 

제외한 다른 영역들이 데이터로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촬영 배경, 

안경 및 장식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눈꺼풀의 움직임만을 촬영할 수 

있다. 그림 2-6은 눈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 동적 시간 센서로 촬영

한 영상으로 움직이는 눈꺼풀과 눈썹을 제외한 다른 영역은 촬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2.2.1에서 소개한 IPL 

필터의 설명과 일치하며, 동적 시각 센서를 이용해 촬영된 영상은 

IPL 필터를 사용해 얻은 결과와 유사하다.

동적 시각 센서가 움직임만 감지하여 촬영하는 영상은 컬러 영상이 

아닌 회색조의 영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메라보다 출

력 데이터의 양이 적다. 기존의 프레임 기반 카메라보다 처리해야 될 

데이터양이 적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구동되며, 더 오랜 시간 촬

영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변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연구나 장시

간 영상 촬영을 진행해야 되는 연구에서는 프레임 기반 카메라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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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더 많은 강점을 가진다.

또한 동적 시각 센서는 보안성에도 강점이 있다. 피험자를 계속해

서 관찰해야하는 자동차 산업 분야나 스마트 헬스 케어 분야의 경우 

피험자의 신원이나 개인 정보들의 보호가 중요하다. 이때 일반 카메

라로 촬영한 영상은 유출 될 경우 피험자의 신원이 함께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 측면에서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동적 시각 센서의 경우에는 촬영된 영상만으로 피험자를 신원을 판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안성에서 강점을 가진다. 

다만, 동적 시각 센서는 조명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며 결과 

영상에 많은 노이즈가 포함된다. 따라서 동적 시각 센서로 촬영한 영

상 분석을 위해서는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림 2-7 동적 시각 영상에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 적용 결과 

(a) 원본 영상                (b) 플리커 노이즈 제거 영상  

(c) 이벤트 필터링 결과 영상  (d) 기타 노이즈 제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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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 감소를 위해 우선 시간 영역(time domain)의 저주파 통과 

필터(low pass filter)를 사용하여 깜박임(flicker) 노이즈를 제거한

다. 다음으로 발생한 이벤트의 면적 크기를 검사하여 면적이 작은 이

벤트를 제거하는 필터링 작업(event threshold)을 진행한다. 마지막

으로 강도가 약한 이벤트들을 제거한다. 그림 2-7은 동적 시각 영상

에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들을 적용 시킨 결과를 나타낸다.

동적 시각 센서와 기존의 카메라는 서로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

에 촬영 환경과 진단 목표에 따라 적합한 센서의 종류가 다를 수 있

으며,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2.3 1차원 신호 변환 및 눈 깜박임 구간 검출

고속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일반 동영상에 비해 매우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동영상에서 매 프레임마다 눈꺼풀을 일

일이 찾아 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 

적인 눈 깜박임 분석을 위해서 전체 동영상에서 눈이 깜빡이는 부분

만 따로 검출해 정보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전체 영상을 1차원 신호로 변환한 뒤, 눈이 깜박이는 구간을 

검출하였다. 그림 2-8은 눈이 깜박일 때 나타나는 이상적인 1차원 

신호를 나타낸 그림이다. 

  영상을 1차원 신호를 변환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사

용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거나 두 알고리즘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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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이상적인 눈 깜박임 신호 형태 

(a) OPL 필터를 거친 회색조 영상의 평균 화소 값 변화  

(b) 동적 시각 영상 혹은 IPL 필터를 거친 영상의 이벤트 발생 변화

첫 번째 방법은 영상의 평균 화소 값의 변화를 1차원 신호로 이용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동공, 홍채, 안구의 흰자, 그리고 피부는 모

두 다른 색을 띈다. 따라서 눈이 깜빡일 때 눈꺼풀이 눈동자를 가리

게 되면 영상 내의 평균 화소 값이 변화를 보이게 된다. 각 프레임의 

평균 화소 값의 변화를 분석하면 눈이 깜빡이는 구간을 쉽게 검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1차원 신호는 안전위도를 이용해 획득한 

눈 깜박임 신호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눈 깜박임 시 OPL필터를 거친 회색조 영상의 평균 화소 값 변화

의 이상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그림 2-8 (a)와 같이 눈 깜박임은 한 

번의 변화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눈을 감을 때 걸리는 시간이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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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 때 걸리는 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눈을 감을 때 평균 화소 값의 변

화 속도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가파른 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후 

눈이 완전히 감긴 다음 눈이 떠질 때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곡선의 형

태로 나타난다.

이번 연구에서는 RGB 컬러 영상(color image)을 회색조 영상

(gray-scale image)으로 바꿀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 2-1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영상을 회색조 영상으로 변한하고 평균 

화소 값을 계산하였다.

   ×× ×      (식 2-1)

하지만 피부나 홍채의 색에 따라 눈 깜박임에 의한 화소 값 변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방법으로 눈 깜박임을 검출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단순 회색조 영상이 아닌 R, G, 

B 채널 중 한 채널 혹은 두 채널을 사용하거나 가중치를 변경한 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화소 값의 변화를 쉽게 보기 위해서 회색조 

영상이 아닌 흑백의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IPL 필터 결과로 생성되거나 동적 시각 센서로 이

용해 촬영된 동적 시각 영상의 이벤트 발생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 동적 시각 영상에서는 눈꺼풀의 움직임만 나타나기 때문에 영상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형태를 분석하여 눈 깜박임 구간을 검출할 

수 있다. 

동적 시각 영상의 경우는 회색조 영상의 평균 화소 값 그래프와 다

르게 그림 2-8의 (b)와 같이 한 번의 눈 깜박임에 대해 눈을 감을 

때와 눈을 뜰 때 총 두 번의 변화를 보인다. 눈이 완전히 감긴 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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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눈꺼풀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영상 내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고 눈을 감거나 뜨는 동안에만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눈을 

감을 때와 뜰 때 걸리는 시간의 차이로 눈을 감을 때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급격하게 변화하고, 눈을 뜰 때에는 상대적으로 긴 시

간동안 완만하게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두 알고리즘을 동시에 사용하여 눈 깜박임 구간을 검출할 수도 있

는데 방법은 그림 2-9와 같다[116]. 동적 시각 영상의 이벤트 발생 

변화 그래프에서 일정 문턱 값(threshold)을 가지는 일련의 4개의 지

점(x1, x2, x3, x4)을 찾고, 각 지점에 해당하는 회색조 영상의 평균 

화소 그래프의 값(y1, y2, y3, y4)을 찾는다. 그런 다음 y2 – y1의 값

과 y3 – y4의 값을 눈이 깜박이지 않을 때의 노이즈 성분의 변화량의 

평균과 비교하여 눈 깜박임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림 2-9 회색조 영상과 IPL 필터링 영상의 두 가지 신호를 이용한 눈 

깜박임 구간 검출 방법



- 53 -

그림 2-10 회색조 영상 화소값 그래프에서의 눈 깜박임 검출

(a) 회색조 영상의 평균 화소 값 변화, 1차원 신호로 변환  

(b) 홀·짝 프레임 분리  

(c) 화소 값의 변화 경향성 그래프 

(빨간*:눈 깜박임 시작과 끝난 지점, 검은색*:눈이 완전히 감긴 지점)  

(d) 눈 깜박임 구간 검출

그림 2-10은 1.5초정도 촬영된 샘플 영상을 회색조 영상을 변환

한 다음 화소 값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눈 깜박임 구간을 검출

한 결과이다. (a)는 촬영된 영상을 회색조 영상으로 변환 한 뒤 전체 

프레임의 화소 값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b)는 홀·짝 프레임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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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화소 값 변화와 조명의 영향을 제거한 전체 영상의 화소 값 변

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c)는 (b)의 전체 영상의 화소 값 변화에서 

대역 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고주파 노이즈 성분과 기저선 변동

(baseline wander)을 제거한 그래프로 화소 값 변화의 경향성을 나

타낸다. 그래프의 값은 미분하여  변화를 분석하여 국부 최댓값(local 

maxima)을 찾아 눈이 완전히 감긴 지점(검은색 점으로 표시)을 찾는

다. 또 눈이 완전히 감긴 지점 양 쪽의 변화를 관찰하여 눈 깜박임의 

시작 및 끝나는 지점(빨간색 점으로 표시)을 찾는다. 이 경향성 그래

프는 그림 2-8 (a)에서 설명한 이상적인 눈 깜박임 신호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눈이 감기는 시간이 눈이 떠지는 시간보다 짧은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d)는 최종적으로 눈 깜박임 구간을 검출한 결과 

보여준다. 

눈 깜박임 구간을 검출하는 과정에서 검출된 구간의 길이가 50ms

보다 짧거나 1500ms보다 긴 경우에는 안검경련(blepharospasm)이

나 마이크로 수면(mcirosleep)으로 판단하여 눈 깜박임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또, (c)의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내는 패턴처럼 변화의 총량

이 일정 수준보다 작을 때에는 눈 깜박임이 아닌 단순한 눈 떨림으로 

판단하여 눈 깜박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샘플 영상을 이용한 실험

에서는 문턱 값을 0.5로 설정하였고, 그 이하의 변화에 대해서는 분

석하지 않았다.

안전위도를 이용한 눈 깜박임 검사에서 안전위도의 변화에는 다양

한 성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안전위도 신호 값이 눈꺼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이유로 영상의 화소 값의 변

화가 눈꺼풀의 움직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 2-10

의 (c)의 경향성 그래프의 변화가 눈꺼풀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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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다만, (c)에서 검은색 점으로 표시된 국부 최댓값 지점

에서 눈이 완전히 감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전위도를 이용

해 눈 깜박임을 분석하는 실험에서 측정된 눈꺼풀의 움직임 속도와 

관련된 변수들을 측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2.2.4 눈 위치 검출 및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 ROI)설정

정밀한 눈 깜박임 분석을 위해 추출된 눈 깜박임 구간에서 눈의 위

치를 검출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눈의 위치를 검출하는 다양

한 알고리즘이 개발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들이 모두 아시아인이면서 피부 및 동공의 색이 서로 비슷했던 점과 

알고리즘 연산 속도의 측면을 고려하여 이진화 영상(binary image)

과 투영 그래프 모델링(projection graph modeling)을 이용한 검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2-1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피부와 동공의 화소 값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이진화 영상으로 변환하였다. 

그림 2-11 동공과 피부의 화소 값 그래프와 이진화를 위한 문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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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 이진화 영상에서 검은색 부분을 각각 블롭(blob)으로 지정

하고 각 블롭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우선 전체 영상에서의 눈 크

기와 블롭의 크기를 비교한 다음 블룹의 형태와 장·단축의 비율을 

계산하여 눈으로 의심되는 블롭들을 선택한다. 선택된 블롭들을 각각 

포함하는 사각형 모양의 관심 영역들을 설정하고, 컬러 영상에서 관

심 영역의 영상들을 추출한다. 

그림 2-12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눈 깜박임 시 이진화 영상의 눈 

위치를 검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영상에서 두 눈이 가려져 있지 

않고 정상적으로 촬영되어 있다면 눈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이전 프레임 영상의 눈의 위치를 이용하는 피

드백 알고리즘을 추가할 수 있다. 눈 깜박임 분석을 위한 영상은 고

속으로 촬영된 많은 프레임들이 집합되어 있는 영상이다. 고속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각 프레임 사이의 눈 위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프레임의 눈의 위치를 검출할 때 이전 프레임에서 추출

된 눈의 위치를 이용한다면 정확도 향상과 더불어 연산 시간을 줄이

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피드백 알고리즘을 이용할 때, 눈이 떠진 상태의 영상에서 눈 위치

를 찾기 위해 투영 그래프 모델링을 이용할 수 있다. 추출된 영상의 

x, y축 방향으로 투영 값을 계산하고 그림 2-13의 투영 그래프 모델

과 유사성을 비교한다. 그래프 모델과 가장 유사한 블롭을 영상에서

의 눈의 위치로 판별하고, 최종적으로 가로·세로의 길이가 블롭 

장·단축 길이의 1.5배인 사각형 형태의 관심 영역을 설정한다. 만약 

특정된 블롭이 한 개보다 많을 경우에는 영상의 중심에서 가까운 것

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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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다양한 조건에서의 눈 깜박임 시 이진화 영상의 평균 화소 값 

변화와 관심 영역 설정 결과 

(a) 일반 영상  

(b) 얼굴이 기우려진 피험자 영상  

(c) 안경을 착용한 피험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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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눈의 x, y축 투영 그래프 모델

2.2.5 분석 목적에 따른 알고리즘 순서 변경

총 세 단계의 눈 깜박임 검출 과정 중에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하는 

노이즈 감소 단계를 제외한 눈 깜박임 구간 검출 단계와 관심 영역 

설정 단계는 눈 깜박임 분석 목적과 상황에 따라 서로 순서를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전체적인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영상에서 눈 깜박임 구간

을 추출하고, 추출된 영상에서만 관심 영역을 설정하여 눈 깜박임을 

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눈 깜박임 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체 영상의 모든 프레임에서 눈 위치를 검출하고 

관심 영역을 설정한 다음 눈 깜박임 구간을 검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고속 촬영된 영상으로 단순히 눈 깜박임만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눈꺼풀의 움직임 관찰, 안건경련 분석, 동공 추적 등 다

양한 연구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눈 깜박임 구간을 따로 추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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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체 영상에서 관심 영역을 설정한 다음 모든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다만 정확도 향상을 위해 분석 순서를 바꾸거나 연구의 확장을 위

해 모든 프레임을 분석하는 방법은 연산 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

므로 실시간 분석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3. 새로운 눈 깜박임 분석

2.3.1. 눈 깜박임의 시각화(visualization)

전술한 것처럼 기존의 대부분의 눈 깜박임 분석 연구들은 측정 방

법에 상관없이 눈 깜박임의 빈도를 주된 지표로 활용하였다. 안전위

도와 영상분석을 이용한 일부 연구에서 눈 깜박임에 대한 1차원 신호

를 분석하여 눈 깜박임의 지속 시간, 눈이 감기는 속도, 눈이 떠지는 

속도 등을 계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개별 눈 깜박임의 패

턴을 자세하게 표현하지는 못하며, 전체적인 눈 깜박임 경향성만을 

나타낸다. 따라서 1차원 신호의 분석만으로는 눈 깜박임을 정밀하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출된 눈 깜박임 구간에서 눈꺼풀의 

위치 및 모양을 찾아 눈이 깜박이는 동안의 눈꺼풀 움직임을 정밀하

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눈꺼풀의 움직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눈 깜박임의 패턴을 한 장의 이미지로 시각화 하는 방

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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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패턴의 시각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시간 분석에

는 적합하지 않으며, 후처리 작업(post processing)으로 진행되어야 

했다.

2.3.2 눈꺼풀 위치 검출

눈 깜박임을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눈이 깜박이는 동안 촬영된 모든 

영상에서 눈꺼풀의 위치와 모양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림 2-14는 눈

꺼풀 추정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눈꺼풀 추정을 위해서 우선 2.2.4에서 설정한 관심 영역에 대하여 

(a)와 같이 히스토그램(histogram)을 그린다. 히스토그램의 국부 최

솟값(local minimum)의 값을 문턱값으로 설정하여 관심 영역의 컬러 

영상을 (b)와 같은 이진화 영상으로 변환한다. 이진화 영상에서 각 

행의 화소 값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눈꺼풀의 위 쪽 경계를 찾아 (c)

와 같은 대략적인 눈꺼풀의 위치와 모양을 추정한다. 

대략적으로 검출된 경계는 연속적이지 않고, 눈꺼풀과는 관련이 없

는 거짓 정보(이상치, outlier)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이상치를 

제외하기 위해 눈꺼풀의 모양을 다항식 곡선 형태로 가정한 다음 다

항식 곡선 피팅 알고리즘(Polynomial Curve Fitting Algorithm)과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반복 작업을 통해 이상치를 제거한 데이터 셋(data set)은 (d)와 같

으며, 이때 선택된 다항식 곡선 모델은 (e)의 파란색 실선으로 표현

된 곡선이다. (f)는 최종적으로 눈 꺼풀의 위치와 모양을 찾은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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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눈꺼풀 추정 알고리즘 

(a) 관심 영역의 히스토그램  

(b) 새롭게 만들어진 이진화 영상  

(c) 대략적인 눈꺼풀 위치 및 모양 추정  

(d) 이상치를 제거한 눈꺼풀의 모양  

(e) 다항식 곡선 피팅 알고리즘을 이용한 눈꺼풀 모양 예측  

(f) 최종 결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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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다항식 곡선 피팅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가. 눈꺼풀의 형태가 다항식의 곡선이라 가정한다.

나. 대략적으로 검출한 눈꺼풀의 경계의 각 점들의 좌표를 

    ⋯   이라 정의하고, 

다항식을   
   

   ⋯  
  라 정의한다.

다.  












⋯ 



⋮⋱ ⋮


⋯



,  









⋮


이라 정의하면, 

다항식의 계수 












⋮


    와 같이 계산한다.

RANSAC 알고리즘이란 이상치를 포함하는 일련의 데이터 집합으

로부터 수학적 모델의 변수들을 박복적인 작업을 통해 예측하는 기법

이다. 이 알고리즘은 일정 확률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비결

정적 알고리즘(non-deterministic algorithm)이고, 해당 확률은 반

속 횟수가 증가할수록 정학해진다. RANSAC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형

태는 다음과 같다.

가. 무작위로 샘플 데이터를 뽑는다.

나. 뽑은 샘플들을 만족시키는 모델의 변수를 구한다.

다. 구한 모델과 일정 오차 임계값 내의 데이터들의 수를 센다.

라. 다에서 계산된 데이터의 수가 크다면 모델을 저장한다.

마. 가. ∼ 라.의 작업을 반복하여 가장 컨센서스(consensus)가 

큰 모델을 최종 결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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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눈 깜박임의 시각화 그래프

단일 프레임들에서 추정된 눈꺼풀의 모양과 위치들을 비교하여 분

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눈 깜박임의 패턴을 보다 쉽고 자세히 분

석하려면 눈이 깜박이는 동안에 눈꺼풀의 모든 변경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눈 깜박임의 시각화 방법을 제안하

여 눈 깜박임의 패턴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3에서 추출된 눈 깜박임 구간에서의 2.3.2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추정된 눈꺼풀의 위치와 모양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3차원 그래프로 도시한다. (그림 2-15)

가. 추정된 눈꺼풀의 위치·모양 데이터의 가로(x축) 도메인의 

크기를 일정하게 한다. 

나. 이때, 도메인의 크기는 눈꺼풀 크기의 최빈값으로 정한다.

넘치는 데이터는 양 쪽 끝 일부를 제외시키고, 모자라는 데

이터는 다항식 곡선을 이용해 추정한다.

다. x축의 크기가 500이 되도록 눈꺼풀의 크기를 조절한다.

라. 눈꺼풀의 위치·모양 데이터를 하나의 행렬로 기록한다.

마. 첫 프레임의 눈꺼풀의 y축 변위가 0.2∼0.75가 되도록 행렬

을 정규화(normalize)한다.

바. 마.의 결과를 3차원 그래프로 도시한다. 

x축 : 눈꺼풀의 수평 좌표

y축 : 프레임 (240fps기준 1프레임 = 4.17ms)

z축 : 눈거풀의 수직 좌표

사. 투영 이미지를 생성하고 0.1초 단위로 눈금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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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눈 깜박임의 시각화 그래프  

(a) 3차원 그래프  (b) 투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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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로 생성 된 이미지에는 눈 깜박임 동안의 눈꺼풀 변화

에 대한 데이터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래프의 변화를 확

인함으로써 눈이 깜박이는 순간의 눈꺼풀 위치 변화를 직관적으로 알

아 볼 수 있다.

2.3.4 눈꺼풀 변위 그래프

눈 깜박임과 관련된 변수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시각화 

행렬로부터 눈꺼풀 중간 위치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눈꺼풀 변위 그래

프를 그림 2-16과 같이 작성하였다. 

그림 2-16 눈꺼풀 변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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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 변위 그래프는 2.2.3.에서 설명한 화소 값 경향성 그래프와

는 다르게 눈꺼풀의 중앙 위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눈 

깜박임 변수 계산뿐만 아니라 눈이 깜박 거리는 동안의 눈꺼풀 움직

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프를 통해 단일 눈 깜박임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계산할 

수 있다. 깜박임 지속 시간, 닫힌 시간, 닫힘 속도 및 여는 속도 등 

같은 안전위도 신호를 사용할 때 측정 가능한 변수들을 모두 계산할 

수 있다. 

눈꺼풀의 중간 위치 데이터의 변위에 따라 단일 눈 깜빡임은 총 세 

단계로 나누었다. 두 번째 단계 인 '완전 닫힘 단계(closed phase)'는 

총 눈꺼풀 변위의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구간의 앞은 '폐쇄 단계(closing phase)'로 정의되고 후속 구간

은 '개방 단계(opening phase)'로 정의된다. 그러나 눈꺼풀 변위 그

래프의 최솟값이 0.3보다 큰 경우에는 눈 깜박임 동안 눈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는 '불완전 깜박임(incomplete 

blink)'으로 정의하고 '완전 닫힘 단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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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결과

3.1. 실험 결과

  

제 2장에서 제안한 눈 깜박임 분석 방법을 가지고 다양한 눈 깜박임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동영상 촬영을 먼저 진행한 뒤, 촬영된 결과

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촬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안과와 협업을 

통해 안구와 관련된 어떠한 질환도 호소하지 않는 정상 일반인, 건성안

을 호소하는 환자, 그리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 이번 연구에 

자원한 분들을 대상으로 눈 깜박임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실험은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증된 연구윤리 심의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No. 

1810-112-982, B-1510/320-305) 실험에 자원한 정상 일반인과 

건성안을 호소하는 환자의 연령대는 1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하게 분포

하였으며,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질병 특성으로 인해 실험에 참여한 

모든 자원자분들은 60세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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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60명의 자원자들의 눈 깜박임 관련 변수

Parameter Value

Blink rate (blinks per minute) 18.05

Average of blink duration(ms) 292.6

Standard deviation of blink duration 80.15

Time of closing phase (ms)

Time of closed phase (ms)

Time of opening phase (ms)

90.15

63.56

138.89

Ratio of closed phase 0.217

Proportion of closure time (%)

(sum of blink duration / total time)
8.86

240fps의 고속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소형 카메라(EX-ZR200, 

Casio, Japan)와 두 종류의 스마트 폰(SM-G965J & SM-N960N, 

Samsung Electronics, Korea)을 이용하였다.

표 3-1은 60명의 일반인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을 바탕

으로 안전위도를 이용한 깜박임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눈 깜박임 관

련 변수들을 계산한 결과이다. 자원자들의 분당 눈 깜박임 횟수의 평균

은 18.05회이었으며 눈 깜박임 시간의 평균 지속 시간은 292.6ms로 측

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다른 실험들에서 알려진 평균 눈 깜박임 빈도(분

당 15~20회)와 평균 눈 깜박임 지속 시간(100~ 400ms)과 크게 다르

지 않는 수치였다[55]. 

눈 깜박임의 구간별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눈을 감는데 걸리는 시간

은 90.15ms이었고, 눈을 뜨는데 걸리는 시간은 138.89ms이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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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감는데 걸리는 시간이 눈을 뜨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짧

았다. 1.3.3.에서 전술한 것처럼 눈꺼풀을 닫는 과정과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과정은 서로 다른 해부학·신경학적 기원을 가진다. 눈꺼풀을 닫

는 과정은 안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눈둘레근에 의해 진행되

고,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과정은 눈꺼풀올림근의 수축을 통해 일어난

다. 눈꺼풀을 닫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두껍고 강한 근육을 사용해서 일

어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 영상에서 눈 깜박임이 차지한 시간의 비율은 약 8.86%이었으

며, 눈 깜박임에서 눈이 완전히 감겨 있는 구간은 약 21%정도 이었다. 

따라서 전체 영상 촬영 시간 중 약 1.9%의 시간동안 눈을 완전히 감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영상에서 눈 깜박임 변수들을 계산

할 수 있었고, 일부 영상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 영상 내에서 안경이나 머리카락 등이 눈꺼풀을 완

전히 가리는 경우였다. 그리고 촬영 도중 피험자가 화면 밖으로 나가버

리거나 고개를 돌리는 돌발적인 경우에도 눈 깜박임 분석이 불가능 하였

다. 하지만 영상 내에 눈이 온전하게 촬영되어 있으면 눈 깜박임 변수들

을 계산할 수 있었다.

그림 3-1은 실제 영상에서 눈 깜박임 구간을 추출한 결과들 중 6가

지의 예시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추출된 눈 깜박임 구간에 대해 눈 깜박

임의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다수의 눈 깜박임 패턴은 그림 2-16

에서 보이는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눈 깜박임에서는 

특이한 패턴이 검출되었다. 대표적인 특징 패턴은 그림 3-1에서 초록색 

사각형과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눈 깜박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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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눈 깜박임 구간 추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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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일반적이지 않은 눈 깜박임 패턴의 시각화 결과

(a) 불완전한 깜박임  (b) 연속적인 깜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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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눈 깜박임은 2.3.4에서 정의하였던 불완전

한 눈 깜박임이었다. 이 불완전한 눈 깜박임의 시각화 결과는 그림 3-2  

(a)이며, 눈꺼풀 중간 위치 변위의 최솟값은 0.32였다. 이 눈 깜박임의 

경우 눈 깜박임 시간이 매우 짧았는데, 총 눈 깜박임의 시간이 104.2ms

정도로 표 3-1에 표시된 전체 눈 깜박임 평균 시간인 292.6ms의 절반

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불완전한 눈 깜박임은 안구를 건조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 

되고 있어 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전에도 있었다. 눈꺼풀의 

부착한 코일을 이용하여 눈 깜박임을 분석하는 몇몇 연구에서 눈꺼풀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이러한 불완전한 눈 깜박임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하

지만 일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한 분석이나 안전위도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눈꺼풀의 위치 정보를 분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불

완전한 눈 깜박임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제안하는 눈 깜박임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불완전한 깜박임을 정

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으며, 불완전한 눈 깜박임의 패턴을 시각화 작업

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도 있었다. 이러한 불완전한 눈 깜박임의 

분석은 눈 깜박임 패턴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은 한 자원자의 다양한 눈 깜박임에 대한 눈꺼풀 변위를 모

은 그림이고, 그림 3-4는 다양한 눈 깜박임 지속 시간의 눈 깜박임 패

턴을 시각화한 결과이다. 두 그림에서 눈 깜박임은 다양한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눈꺼풀이 감기는 속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눈꺼풀을 감는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일정하지만 눈

꺼풀을 들어 올리는 속도 또한 어느 정도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 시간이 짧은 눈 깜박임의 경우에는 눈꺼풀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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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전히 가리기 전에 눈꺼풀이 떠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 이는 불완

전한 깜박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지속 시

간이 긴 눈 깜박임의 경우에는 그림 3-4 (b)처럼 눈을 완전히 감고 있

는 완전 닫힘 단계의 시간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 한 자원자의 눈꺼풀 변위 그래프 모음

그림 3-4 한 자원자의 다양한 지속 시간의 눈 깜박임 시각화 결과

(a) 일반적인 눈 깜박임(283.3ms) (b) 긴 지속 시간의 눈 깜박임(450.0ms)

(c) 짧은 지속 시간의 눈 깜박임, 불완전한 눈 깜박임 (137.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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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특징적인 깜박임은 그림 3-1의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눈 깜박임이었다. 그림 3-1의 노란색 사각형으

로 표시된 그래프를 확대하면 그림 3-5와 같은 형태를 보이며 시각화

결과는 그림 3-2 (b)와 같다. 이 깜박임은 첫 번째 눈 깜박임에서 눈꺼

풀이 완전히 다 떠지기 전에 눈 깜박임이 다시 시작된다. 

연속적인 깜박임은 사실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기존의 다른 연구들

에서 졸음과 관련성이 높은 눈 깜박임 패턴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하

지만 이 눈 깜박임 패턴 역시 기존의 연구 방법으로는 눈꺼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연구에 따라서 눈 깜박임 횟수를 서로 

다르게 측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 실험에서는 한 번의 긴 

깜박임으로 측정되며, 다른 실험에서는 한 번의 짧은 깜박임과 보통 길

이의 깜박임으로 각각 측정되기도 한다[116].

그림 3-5 연속적인 눈 깜박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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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그래프는 눈 깜박임 시 눈꺼풀의 움직임을 한 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눈 깜박임 패턴의 변화는 쉽게 알 수 있다. 하지

만, 눈 깜박임을 대리 지표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의 눈 깜박임 패

턴 분석뿐만이 아니라 눈 깜박임 전체의 패턴 변화 또한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 각막미란 여

부, 결막 충혈 여부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정상안 35명을 선별한 다음, 

두 종류의 정상인 눈 깜박임에 대한 색인(Index)을 제작하였다. 

첫 번째 색인은 그림 3-6과 같은 눈 깜박임 지속 시간 분포도이다. 

눈 깜박임 지속 시간의 최빈값은 291.6ms(70프레임)에서 나타났으며, 

전체 지속 시간 분포는 정규 분포의 형태에 가까게 나타났다. 

그림 3-6 정상인의 눈 깜박임 지속 시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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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정상인의 눈꺼풀 변위 평균과 편차 그래프

두 번째는 그림 3-7과 같은 정상인들의 눈꺼풀 변위 그래프들의 시

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가운데 검은색 실선이 

평균 눈꺼풀 위치를 나타내며, 다른 눈꺼풀 변위 그래프와의 비교를 위

해서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구간을 초록색으로, 표준 편차의 2배를 나타

내는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3.2. 건성안의 눈 깜박임 분석

건성안 증상을 호소하는 자원자들을 모집하여 정상인과 비교하는 연

구를 진행하였다.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 각막미



- 77 -

란 여부, 결막 충혈 여부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정상안과 건상안을 분

류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정상인은 35명이었고, 건성안 환자는 25명이

었다. 실험은 자원자들이 1.1m 앞에 떨어진 텔레비전을 통해 5분간 영

상을 시청하는 동안 눈 깜박임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시청 초기와 종료 직전의 눈 깜박임 변화를 

표 3-2와 같이 비교해 보았다. 영상 시청에 따른 눈 깜박임 패턴 변화

를 분석해 보면, 건성안의 유무보다는 피험자의 개인별 눈 깜박임 패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상안과 건성안의 경향성 차이를 이

부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3-2 정상안과 건상안의 영상 시청에 따른 눈 깜박임 분석 비교 (T-검정)

정상안 건성안 비교(p-value)

빈도(#/min)

초반 17.52±11.95 18.66±11.58 0.711

후반 21.72±13.21 19.02±12.68 0.427

비교(p-value) 0.163 0.909

평균 시간(ms)

초반 291.8±75.4 293.7±86.8 0.761

후반 332.0±150.1 302.6±102.2 0.001

비교(p-value) < 0.00001 0.247

표준 편차 분포 49.2±25.0 84.6±41.4 < 0.0001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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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박임을 정상안과 건성안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정상안과 건상안 

모두 영상 시청으로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였을 경우에 눈 깜박임의 시간

과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늘어난 변화의 폭은 정상안의 

경우가 건성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

성안 환자의 경우 영상 시청 전에도 이미 안구의 피로나 불편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5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의 영상 시청으로 인한 피

로도는 눈 깜박임 패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정상안의 경우에는 실험 이전 안구에 누적된 피로가 없기 때문에 

짧은 영상 시청으로 인한 피로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피로에 영향을 받은 눈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시청 후에 더 많

은 눈 깜박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청 초기 정상안과 건성안의 눈 깜박임 시간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

진 않았으나 각 개개인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이는 건성안 증상이 없는 정상인의 경우 비록 개인마다 지속 시간이

나 빈도는 다르더라도 비교적 일정한 패턴으로 눈 깜박임이 일어나며, 

그에 반해 건성안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눈 깜박임이 불규칙

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8은 건성안 환자들의 눈 깜박임 지속 시간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8 (b)에서 정상안의 지속 시간 분포와 비교를 해보면 평균이 

약간 높고, 상대적으로 편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시청 초기 총 411번의 정상안 눈 깜박임과 277번의 건성안 눈 깜박

임에 대해 불완전 깜박임과 지속 시간 긴 눈 깜박임의 비율에 대해 카이

제곱 검정을 해 보았다. 긴 지속 시간의 눈 깜박임은 눈 깜박임의 시간

이 0.5초가 넘어가는 눈 깜박임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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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건성안 환자들의 눈 깜박임 지속 시간 분포

(a) 지속 시간 분포  (b) 정상안 분포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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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정상안과 건상안의 이상 깜박임 비율 비교

정상안 

(35명, 411깜박임)

건성안

(25명, 277깜박임)

카이제곱

(유의 확률)

불완전 깜박임

인원수 (명) 5 15 13.71(<0.001) 

횟수 (회) 20 25 4.683 (0.030)

긴 지속 시간

인원수 (명) 2 7 5.681 (0.017)

횟수 (회) 2 8 6.662 (0.010)

두 경우 모두 나

타난 인원수 (명)
0 4 6.000 (0.014)

검정 결과 정상안과 건성안의 눈 깜박임에서 불완전 깜박임과 지속 

시간 긴 눈 깜박임에 대한 비율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불완전 

깜박임의 경우 정상안 35명 중 5명이 20번의 깜박임을 보였고, 건성안 

25명에서는 15명이 25번의 깜박임을 보였다. 지속 시간이 긴 깜박임의 

경우 정상안은 2명이 각각 1번씩 나타났고, 건성안에서는 7명이 8번의 

깜박임을 보였다. 불완전 깜박임과 긴 지속 시간을 모두 나타난 경우는 

건성안에서만 4명 존재했다. 이러한 결과 역시 건성안을 호소하는 환자

의 경우 불완전한 눈 깜박임과 긴 지속 시간의 깜박임이 더 많이 발생하

고 눈 깜박임의 패턴이 더 불규칙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전의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 된 바 있다[119,120].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눈 깜박임 지속 시간의 분포, 불완전한 눈 깜

박임의 비율, 지속 시간이 긴 눈 깜박임, 안구 피로로 인한 눈 깜박임 

패턴 변화 등을 측정함으로써 눈 깜박임을 건성안 증상의 임상 대리 지

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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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분석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 이

번 연구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98명을 대상으로 눈 깜박임 영상 데이터

를 취득하였다. 그 중 촬영 중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눈 깜박임이 

불가능한 4개의 영상을 제외한 총 94명의 영상을 가지고 눈 깜박임을 

분석하였다.  

그림 3-9는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빈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정상인의 분당 눈 깜박임 횟수인 15~20회 사이를 기록한 환자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낮은 눈 깜박임 빈도수를 

보였다. 심지어 분당 눈 깜박임이 1회 이하인 경우도 전체의 29%(총 

27명)에 달했다. 

그림 3-9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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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정상인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눈 깜박임 빈도를 보

이는 환자도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도파민 생성 세포의 파괴로 인해 눈 깜박임의 수가 줄어든다고 알

려져 있다. 하지만 파킨슨병에 관한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치료를 받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눈 깜박임의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

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122,123], 아직까지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121].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의 또 다른 특징은 눈 깜박임의 지속 시간

이 정상인들에 비해 대부분 짧았다는 점이다. 그림 3-10은 파킨슨병 환

자들의 평균 눈 깜박임 지속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파킨슨병 환자

들 평균 눈 깜박임 시간은 247.2ms였으며, 이는 정상인의 평균 눈 깜박

임 지속 시간에 비해서 약 15%정도 짧은 시간이다.

그림 3-10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지속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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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파킨슨병 환자들의 눈 깜박임 지속 시간 분포

(a) 지속 시간 분포  (b) 정상인 분포와의 비교

그림 3-11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모든 눈 깜박임 지속 시간들의 분포

를 나타낸 그림으로 정상인들의 분포와 비교해서 확연히 눈 깜박임 지속 

시간이 짧아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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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정상인과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분석 (T-검정)

정상안 파킨슨병 환자 비교(p-value)

빈도(#/min) 17.52±11.95 9.29±7.37 < 0.0001

평균 시간(ms) 291.8±75.4 247.2±67.5 < 0.00001

개인의 표준 편차 49.2±25.0 9.80±6.16 < 0.00001

(평균±표준편차)

표 3-4는 정상인과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을 T-검정을 통해 분

석한 결과이다. 빈도, 평균 시간, 개인의 표준 편차 모두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그림 3-12는 정상인과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시 눈꺼풀의 변위 

그래프를 비교한 그림이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눈 깜박임 시 눈을 감

거나 뜨는 속도는 정상인에 비해 약간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정상인과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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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의 평균 지속 시간은 정상인보다 짧았

고 눈 깜박임의 속도가 정상인보다 느렸기 때문에, 파킨슨 환자의 눈 깜

박임 중 대부분이 불완전한 눈 깜박임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의 모든 

눈 깜박임 중 지속 시간이 200ms이하의 눈 깜박임이 34%, 100ms이

하의 눈 깜박임이 7%에 달했다. 

3.4. 눈 깜박임 평가 양식 제안

3.1에서 제작한 표준 색인과 눈꺼풀 움직임 지표를 이용하여 눈 깜박

임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고, 눈 깜박임의 시각화 결과와 눈 깜박임 변수 

등을 하나로 정리한 눈 깜박임 평가 보고서 양식(report form)을 제작

해 보았다. 그림 3-13은 정상인의 눈 깜박임 평가 보고서 샘플을 나타

내며, 그림 3-14는 파킨슨 병 환자의 눈 깜박임 평가 보고서 샘플을 나

타낸다.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영상 기기 및 콘텐츠 안전성 평가방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영상 기기 및 콘텐츠의 안전성 평가는 일반적으

로 시청 전·후의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

한 피험자 의존형 평가방법은 재현성·신뢰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눈 깜박임을 이용한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방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눈 깜박임은 각 개인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눈 깜박임을 바탕으

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 특성을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3.2.의 정상안과 건성안 비교 실험에서 피로에 의한 눈 깜박임 패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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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정상안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눈 깜박임을 평가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을 안과 질병을 호소하지 않는 

정상인으로 한정 시켜야한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영상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상영하고 시청 전·후

의 눈 깜박임 패턴 변화를 관찰한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30번 이상의 

눈 깜박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촬영마다 2분 이상씩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의 촬영이 종료된 뒤, 눈 깜박임의 빈도, 지속 시간 분포, 

불완전한 눈 깜박임, 지속 시간이 긴 눈 깜박임 등을 바탕으로 시청으로 

인한 피로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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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정상인의 눈 깜박임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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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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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4.1.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고속으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는 새로운 눈 깜박임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눈 깜박임의 질병 대리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확

인해 보았다. 

제안하는 눈 깜박임 분석 방법은 피험자의 얼굴과 그 주변을 고속으

로 촬영한 영상에서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눈이 깜박이는 구간을 추출한

다. 눈이 깜박이는 동안의 윗눈꺼풀의 위치와 모양을 추정하여 검출한

다. 검출한 눈꺼풀 데이터에서 이상치를 제거한 다음, 눈 깜박임을 나타

내는 하나의 행렬을 만들고 정규화 작업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하나의 

눈 깜박임을 한 장의 이미지로 시각화한다. 시각화 결과로 생성 된 이미

지는 눈 깜박임 동안의 눈꺼풀 변화를 나타낸다. 

기존의 눈 깜박임 분석은 눈 깜박임에 관한 1차원 신호들을 이용한 

눈 깜박임의 빈도, 지속 시간 등과 같은 몇 가지 변수들의 측정으로만 

이루어졌다. 제안된 눈 깜박임 분석 방법은 시각화 이미지를 통해 눈 깜

박임과 관련된 변수의 측정과 더불어 눈이 깜박이는 동안에 눈꺼풀의 위

치와 모양 변화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기존의 눈 깜박임 분석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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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눈꺼풀의 위치를 수치화하기 어려워서 분석하기 힘들었던 눈 깜박임

의 패턴을 쉽고 직관적으로 분석 할 수 있게 해준다. 

많은 장점을 가진 분석 방법이지만 영상을 이용한 눈 깜박임 분석의 

특성상의 한계가 존재를 한다. 영상에서 안경이나 머리카락이 눈꺼풀을 

완전히 가리는 경우에는 눈 깜박임 분석이 불가능하며, 조명이나 촬영 

배경의 변화가 극심한 경우 눈 깜박임 검출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피험자의 얼굴이 촬영 도중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돌발적인 상

황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험자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돌

발적인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무 환경이나 운전 환경 등에 활용

하기에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판단된다.

눈 깜박임의 시각화를 위해 만들어진 행렬에서 눈꺼풀 중간 위치 데

이터를 추출하여 눈꺼풀의 변위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눈꺼풀 변위 그래

프를 통해 눈 깜박임을 폐쇄 단계, 완전 닫힘 단계, 그리고 개방 단계의 

총 세 단계로 구분하였고, 완전 닫힘 단계가 없는 경우를 불완전 깜박임

으로 정의하였다. 각 단계의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폐쇄 단

계가 개방 단계보다 짧았다. 이는 눈꺼풀을 닫는데 사용하는 눈둘레근의 

힘이 눈꺼풀을 들어 올릴 때 사용되는 눈꺼풀올림근에 비해 더 강한 힘

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폐쇄 단계에서 눈꺼풀을 감는 과정은 안면 신경의 자율 신경계에 영

향을 받아 일어나게 된다. 만약 자율 신경계의 교감신경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 눈꺼풀을 감는 과정이 시작이 되지 못하고 눈 깜박임

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만약 눈 깜박임 패턴이 현저하게 변한 

경우 안면 신경의 교감신경계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안과 관련 질병을 

호소하지 않는 정상인과 건성안과 파킨슨병을 가진 환자들 중 자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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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눈 깜박임 패턴을 분석하였다. 정상인의 눈 깜박임과 관련

된 변수들을 계산하고 시각화 결과를 진행하였고, 계산된 변수들과 눈꺼

풀 변위 그래프를 이용하여 정상인의 눈 깜박임 패턴의 색인을 제작하였

다. 제작된 정상인의 색인과 건성안과 파킨슨병 환자의 눈 깜박임 패턴

을 비교·분석한 결과, 눈 깜박임의 패턴은 개인별 차이가 심해서 다양

한 질환들을 완벽하게 판별하지는 못하지만 눈 깜박임의 대리 지표 가능

성은 확인해 보았다. 

건성안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눈 깜박임 지속 시간의 분포, 불

완전한 눈 깜박임의 비율, 안구 피로로 인한 눈 깜박임 패턴 변화, 그리

고 눈 깜박임 사이 시간 간격 등에서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

수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건성안 증상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킨슨 환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눈 깜박임의 지속 시간이 

짧았으며, 눈 깜박임 시 눈꺼풀의 움직임 속도가 느렸다. 전체 눈 깜박

임 중 상당수가 불완전한 눈 깜박임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눈 깜박임 평가 지표를 이용한 

영상 기기 및 콘텐츠의 안전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주로 피

험자 의존형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4.2.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전체 영상에서 눈 깜박임 구간을 따로 추출하여 눈 깜

박임의 패턴만을 분석하였다. 눈 깜박임 구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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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기준으로 안검 경련이나 마이크로 슬립으로 판단되는 특징 구간

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안과적 징후들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추출된 구간이 아닌 전체 영상을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

고 단순히 눈꺼풀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눈 깜박임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

라 영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얼굴 특징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면 더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영상 내 동공의 

위치를 추적한다면 동공 안진(nystagmus), OKN, 피험자의 시선까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영상 내에서 눈이 가려지는 상황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눈의 한 쪽만을 분석하였는데, 만약 양쪽의 눈의 눈꺼풀 

움직임을 동시에 분석한다면 안면 마비(facial palsy) 환자의 얼굴 비대

칭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하드 콘택트렌

즈 착용자의 눈 깜박임 질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하드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올바른 순목 운동이 필요한데, 제안

한 방법을 이용하여 완전한 순목 운동의 여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영상에서 이러한 다양한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알고리즘

의 최적화를 통한 연산속도 증가와 하드웨어 성능 향상이 필수적이다. 

연구에 참여한 약 160명의 자원자들은 모두 한국인이었으며, 피부나 

동공의 색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 영상 촬영이 두 군데에서만 진행

되어 촬영 환경의 변화 또한 크지 않았다. 눈 깜박임 분석을 위해 눈 깜

박임 구간을 추출하거나 눈꺼풀의 위치 및 모양을 추정할 때, 이러한 점

을 활용하여 영상 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영

상을 회색조 영상이나 이진화 영상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은 실제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피부나 동공의 색이 다른 사람들에

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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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기계 학습을 이용한 눈 위치 추정 결과

하지만 영상의 색 좌표 변환이나 문턱값 설정 방법에 따라 검출 정확

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얼굴 특징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피험자 및 실험 상황에 맞는 세밀한 영상 처리 작업이 필요

하다. 최근 기계학습,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의 형태와 특징들을 학습한 뒤 얼굴의 다양한 특징들을 자동

으로 찾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1은 기계 학습

을 이용하여 눈 위치를 추정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눈

의 형태와 동공의 색을 충분히 학습시킬 수 있으면, 높은 정확도로 눈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기계 학습을 적용한

다면 알고리즘의 정확도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속 영상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실험 장비의 구성이 간단하고 

분석이 비접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

해 영상 분석을 이용한 다양한 비접촉 진단 방법들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다. 최근 피험자의 얼굴 영상을 촬영하여 원거리에서 광혈

류측정(remote photoplethysmography, remote PPG)22) 신호를 획득

22) 조직의 미세 혈관 층에서 혈액량 변화를 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광학

적으로 얻은 용적맥파(plethysmogra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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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분석을 통해 심장 박동 수(heart rate, HR)나 혈압 등을 측정하려

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촬영 환경은 본 연구에

서 제안한 눈 깜박임 분석 방법과 필요한 실험 장비 및 실험 환경 설정

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의 촬영으로 동시에 분석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도파민의 감소로 인해 눈 깜

박임 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파킨슨

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 일부 파킨슨병 환자는 정상인의 

평균 눈 깜박임 빈도보다 2배가량 높은 빈도의 눈 깜박임을 보였다. 일

부 다른 실험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지만, 아직까지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121]. 정밀 진단기기를 활용하

여 눈 깜박임의 빈도가 증가하는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해 보인다. 

임상 대리 지표로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질병들과의 상관관계를 보

다 자세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건성안과 파킨슨병

을 앓고 있는 두 군의 환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하였다. 하지만 그림 1-8

에서 전술한 것과 같이 눈 깜박임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이 다

양하므로, 더 다양하고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 필요하

다. 기존의 안전위도 실험을 통해 알려진 운전자 피로도, 졸림 분석이나 

사무환경의 컴퓨터 시각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분

석에 쉽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눈 깜박임 분석에서 기계 학습은 눈 위치 검출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

에 그치지 않고, 눈 깜박임 패턴의 분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을 이용하

여 눈 영상 분석 과정에서 진행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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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스탠포드 연구진은 2,032가지 종류의 피부암 사진 

129,450장을 딥 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해 학습시킨 뒤 피부암을 

분류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125]. 이 연구는 충분히 많은 양의 데

이터를 학습 시킬 수 있다면 2천 가지가 넘는 종류도 충분히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연구처럼 눈 깜박임의 시각화 영상 데

이터를 많이 축적시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면, 눈 깜박임 패턴을 더 세

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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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non-contact 

diagnosis method using eye 

blink analysis with 

high-frame-rate video

WOONHEE, LEE

Dep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vious eye blink analysis method using an 

electrooculogram (EOG) consists only of several variables, such 

as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eye blinks, using 

one-dimensional signals related to eye blinks. And there were 

many limitations due to the wire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a new method of visualization 

and analysis for eye blinks using high-speed videos and 

quantitatively analyzes eyelid movements. Therefore, incomplete 

eye blink, which was difficult to measure by conventional 

methods, was detected and visualized so that patterns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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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easily and intuitively.

In cooperation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 standard index of 

eye blink patterns, an indicator of eyelid standard movement, and 

an evaluation form for assessing eye blink were created based 

on eye blink patterns of normal volunteers.

The proposed method for eye blink analysis reduces noise and 

extracts eye blinking sequences from whole video frame images. 

The position and shape of the upper eyelid are estimated during 

the eye blinking. A matrix representing eye blinking is created 

from the eyelid data removed the outlier, and is normalized by 

the first frame data. Finally, an eye blink is visualized as a 

single image. The result image of visualization shows changes in 

the position and shape of the eyelid  during eye blink.

Conventional method only analyzes several variables such as 

the rate and duration of eye blinks using one-dimensional 

signals regarding eye blinks. However, the proposed method can 

easily analyze the changes in the  position and shape of eyelid, 

as well as various parameters related to eye blinks through 

visualized images. The new method makes it easy and intuitive 

to analyze eye blink patterns, and it is possible to quantify the 

position of the eyelid which was difficult in the conventional 

method. 

A displacement graph of the eyelid was created by center 

position data, extracted from the matrix created for the 

visualiz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displacement graph, an 

eye blinking cycle is divided into three phases: 'Closing phase', 

'Closed phase', and 'Opening phase'. The blink absence of the 

closed phase is defined as incomplete b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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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comparing the index of normal volunteers and 

eye blink patterns of patients with dry eye and Parkinson's 

disease, the possibility of eye blink as surrogate marker was 

confirmed. Patients with dry eye showed changes in the eye 

blink duration, the rate of incomplete eye blinks, reaction of eye 

fatigue, and the time interval between eye blinks. In Parkinson's 

patients, the duration of eye blinks was short, on average, and 

the eyelids movement slowed down. Many of the eye blinks 

were in the form of incomplete eye blink.

keywords : eye blink, high-frame-rate video, visualization, dry 

eye, Parkinson's disease

Student Number : 2012-3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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