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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개인정보 활용에서 보안  인증에 한 요성이 두되고 있으며, IoT 기반의 바이오 디바이

스를 목한 생체인식 기술은 사용자의 식별과 인증을 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 을 보이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규모 뇌 신호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한 방안으로 Deep Learning 기법을 

용한 뇌  데이터 식별과 이를 분석한 사용자 인증이 가능한 스마트 자물쇠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뇌 신호를 활용한 Deep Learning 기반 사용자 식별  인증 모델은 보안 시스템에서의 활용뿐만 아

니라 다양한 사물인터넷과 목 시킬 수 있으며, 뇌성마비 는 신체 활동이 제한 인 환자의 경우 일

상생활의 제약을 이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1. 서론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의 활용의 요

성이 두되면서 생체인식 인증기술, 카드번호, 그리고 패

스워드(Password)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식별 방법

이 제안되었다 [1-2]. 이러한 바이오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생체인식 기술을 목한 사용자 식별 방법으로는 지문, 홍

채, 그리고 뇌  등이 표 이다[3]. 

  그 에서 “뇌 (Electro Encephalo Graphy: EEG)는 두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기  활동을 두피에서 

극을 통해 간 으로 측정 할 수 있는 기신호이다” 

[4]. 최근 뇌 를 활용한 사용자 식별  보안 이슈가 

두되면서 뇌  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식별  사용자의 

의도를 악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 에 있다 [4-6]. 

  사용자 식별  인증을 한 통 인 방법은 패스워드

인증 방식으로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 는 통신망에 

속할 때 사용자 ID와 함께 입력하는 고유한 문자열로서 

정당한 사용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 

  통 인 패스워드 방식은 해킹에 의한 도용되는 취약

성을 가지고 있다. 한 지문, 홍채, 음성인식을 통한 사용

자 인증 기술은 사용자의 지문정보, 홍채정보, 음성의 패

턴을 분석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이지만 외부  충

격이나 환경으로 인해 변형이나 조  도용이 가능하다

는 단 이 있다[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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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뇌 를 활용한 사용자 인증은 무형 데이터로서 

외부 인 충격에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다는 장 을 가지

고 있지만, 두피에서 측정하고 가공되지 않는 뇌 신호를 

해석하여 뇌 의 의미를 악하기가 어려워 정확도 측면

에서 신뢰성이 낮다는 단 이 있다 [7]. 

  따라서 뇌 신호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한 방법으로 

뇌 의 지신호를 주 수에 따라 워스펙트럼으로 분해

(Alpha, Delta, Theta, Beta, Gamma)하여 신호의 형태와 

특징을 악하며, 한 뇌 신호의 의미를 분석하기 해

서는 규모의 뇌  데이터 셋에 한 학습 (Learning)이 

요구 된다 [7-8]. 

  본 논문에서는 규모 EEG 데이터를 효과 으로 학습 

할 수 있는 방법으로 Deep Learning 기법을 활용하며, 뇌

신호를 분석하여 사용자 식별과 인증이 가능한 뇌  기

반의 스마트 자물쇠 모델을 제안한다.

2. 제안 모델

  본 장에서는 뇌 신호를 활용한 Deep Learning 기반 사

용자 식별 모델에 해 기술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식별  인증이 가능한 스마트 자물쇠의 

개념  모델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뇌 신호를 활용한 사용자 식별 

 인증을 한 스마트 자물쇠의 개념 모델은 크게 User 

Interface APP, Mindwave Device, 그리고 Learning 

Server 모듈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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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뇌 신호를 활용한 사용자 식별  인증을 

한 스마트 자물쇠 모델

- MindWave Device: NeuroSky사의 MindWave 

Mobile[9]를 활용한다. MindWave Mobile은 뇌 의 

기신호를 alpha, delta, theta, beta, gamma로 분류

하여 1채 에서 사용자의 EEG 데이터를 측정한다. 

 - User Interface APP:  크게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

다. 첫 번째 주요 기능은 스마트 자물쇠에서 사용자 

식별을 한 인증 상을 등록  식별하는 기능으로 

사용자 등록  식별을 해 MindWave Device에서 

EEG data 장소로 EEG 데이터와 측정 시간을 송

한다. 두 번째는 사용자 인증 기능으로 MindWave 

Device로부터 송된 EEG 데이터와 송시간을 

Learning Server로 송한다.

 - Learning Server: User Interface APP 으로부터 사

용자의 인증 신호(EEG 데이터)와 측정 시간, 그리고 

사용자의 이름을 수신한다. 한 Tensorflow의 

“Multi-Class Classification” 알고리즘과 “Deep 

Neural Networks” 3계층 모델을 통해 사용자 EEG 데

이터를 분류하고, Learning Server의 학습 모델에 정

의된 EEG 데이터는 사용자의 식별  인증 시 가장 

근 한 학습 모델의 이블을 비교‧평가하여 사용자를 

식별한다.

3. 실험  구

3.1 실험 환경  데이터 셋

  뇌 신호를 활용한 Deep Learning 기반 사용자 식별  인

증을 한 스마트 자물쇠의 실험  구  환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실험  구  환경

구분 Server Application

OS, 

Language

Ubuntu 16.04, Python 

3.5, Maria DB

Android 6.0

(Marshmallow)

Tools

Tensorflow

(Multi-Class 

Classification)

Android SDK, Neurosky 

Mindwave Development 

Tool(MDT)

  본 실험에서 EEG 데이터 셋의 학습을 해 Deep 

Learning 랫폼인 Google사의 Tensorfolw를 사용 하

으며, NeuroSky사에서 제공하는 Mindwave Development 

Tool를 이용하여 EEG 데이터 (Delta, Theta, Alpha, Beta, 

Gamma)를 측정하다.

  EEG 데이터의 측정에서는 피 실험자 상으로 User 

Interface APP에서 기 등록  식별과 인증을 해 동

일한 물리  환경, 행동, 그리고 생각을 반복하도록 실험 

환경을 구축하여 최 한 가능한 조건에서 EEG 데이터 셋

을 측정하도록 하 다. 

  즉, 실험 EEG 데이터 셋은 1 당 1세트의 데이터로서, 

안정 인 EEG 데이터 추출을 해 1) 동일한 내용의 책 

읽기, 2) 동일한 그림을 감상하기, 그리고 3) 자물쇠의 

Lock과 Unlock에 한 이미지-메이킹을 수행하 다. 

  그림 2와 3은 피 실험자 2명으로부터 추출한 EEG 데이

터 셋의 일부를 나타낸다. 

<그림 2> EEG 데이터 셋-I (피 실험자 1)

<그림 3> EEG 데이터 셋-II (피 실험자 2)

<그림 4> Learning Server의 학습과정 스냅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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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ing Server에서는 사용자 식별  인증을 통해 스

마트 자물쇠에 한 Lock과 Unlock이 가능하도록 EEG 

데이터에 한 10,000스텝의 학습을 반복한다. 학습된 데

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장  등록되며, 등록된 사용자

의 EEG 데이터가 수신되면 등록된 사용자의 이블과의 

비교를 통해 사용자 식별  인증 여부를 별한다. 

  그림 4는 MindWave Device을 통해 추출한 뇌 신호를 

Learning Server에서 학습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3.2 구  결과

  그림 5, 6, 7, 8은 뇌 신호를 활용한 사용자 식별  인

증을 통해 스마트 자물쇠에 한 Lock  Unlock에 한 

구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5는 스마트 자물쇠의 사용을 한 사용자 등록 과 

인증을 한 기 화면을 나타내며, MindWave Device에

서 추출된 EEG 데이터는 User Interface of APP으로 

달되며, ‘등록’ 기능과 ‘인증’ 기능으로 구성된다. 

<그림 5> 기 스냅 샷 <그림 6> 등록 스냅 샷

<그림 7> 인증 스냅 샷 <그림 8> 인증 결과 스냅 샷

 

  그림 6은 사용자 ‘등록’을 한 과정으로 사용자 식별을 

해 이름을 입력 값으로 받으며, 사용자의 EEG 데이터 

식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동일한 내용의 1)책읽기, 2)

그림 감상, 그리고 3)이미지-메이킹 과정을 반복한다.

  그림 7은 사용자 식별을 해 기 등록된 사용자의 ‘인

증’ 여부를 별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기 등록된 사용자

의 식별을 해 그림 6의 등록 과정에서 실시한 이미지-

메이킹 시의 EEG 데이터를 측정하고, Learning Server의 

학습 모델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인증여부를 단한다. 

한 그림 8은 EEG 데이터를 통한 사용자 식별  인증 결

과로 스마트 자물쇠라 Unlock된 결과를 나타낸다.

<표 2> EEG 데이터의 사용자 식별 정확도

     피 실험자 수

반복횟수    ㅇ
2명 3명 4명

10회 90% 70% 60%

  표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EG 데이터를 활용한 사

용자 식별  인증을 한 스마트 자물쇠 모델에 한 실

험 결과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피 실험자가 2명인 경우에

는 10회  9번을 성공하여 90%의 정확도를 보 다. 하지

만 피 실험자가 3명, 4명인 경우에서 각각 70%와 60%의 

정확도를 보 다.

  그림 9와 10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뇌 신호를 활용한 

Deep Learning 기반 사용자 등록, 식별, 인증을 통한 스마

트 자물쇠의 Lock  Unlock의 실제 구  결과를 나타낸

다.

<그림 9> 이미지-메이킹 <그림 10> 책읽기

3.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통 인 사용자 식별  인증의 한계

을 개선하기 해 뇌 신호를 활용한 Deep Learning 기반 

사용자 식별  인증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스마트 자물

쇠에 용하여 설계  구 하 다.

  뇌 신호를 활용한 사용자 식별  인증 모델은 다양한 

사물인터넷  보안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뇌성마비 는 신체 활동이 제한 인 환자의 경우 뇌 를 

통한 사용자 식별  인증 기술은 일상생활의 제약을 

이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활용한 뇌 신호를 활용한 사용자 

식별에서는 Multi-Class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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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 실험자가 늘어남에 따라 각 피 실험자의 EEG데이

터 분포도가 특정 역에 집 되어, 사용자의 식별에서 정

확도가 떨어지는 문제 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EEG 

데이터에 한 정확한 식별이 가능한 EEG 데이터 분류 

 식별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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