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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  - 최소자승법으로 원을 추정할 때 얻어진 원의 y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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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5 

 

영상을 이용한 실시간 3차원 안구 운동 측정 

 

본 연구에서는 전정 안반사의 객관적 평가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안구 운동 

측정 방법 중의 하나인 영상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안구의 수평, 수직, 회전 운

동을 측정할 수 있는 3차원 영상 안진기 (VOG, Videooculograph)를 개발하였다.  

영상 안진기의 핵심 기술은 눈꺼풀이나 속눈썹, 각막 반사, 그리고 눈 깜박임과 

같은 영향에 덜 민감하면서 동공의 중점과 회전 운동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다.  

회전 운동의 측정에 있어 부정확한 동공의 중점은 부정확한 회전 운동 측정으로 

이어짐으로 3차원 영상 안진기에서는 중점의 정확한 추정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잡음에 영향을 적게 받는 동공 중점을 찾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알

고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하여 분석하여 최적의 조건을 찾았다.  

Polar cross-correlation을 이용하여 회전 안구 운동을 측정할 경우 동공의 크기 

변화는 오차의 원인이 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pilocarpine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동공의 크기 변화를 고려하여 회전 안구 운동을 측정하는 방법으

로 동공의 크기 변화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특성을 분석하고 검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동공의 경계를 이용하여 동공의 크기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공의 

90% 이상이 보여야 한다.   동공 아래 부분만의 경계를 사용하여 동공 전체의 

반경과 위치를 추정하는 것은 동공이 이상적인 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를 

유발한다.  

2. 부채꼴 모양의 윈도우를 이용하여 정확한 동공의 중점과 크기를 추정하기 위

해서는 부채꼴의 펴진 각도가 적어도 320° 이상은 되어야 한다. 

3. 제안한 방법으로 눈꺼풀, 속눈썹, 각막 반사 (corneal reflection), 그리고 눈 

깜박임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동공의 중심 (안구의 수평, 수직 위치)

과 크기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었다. 

4. 동공의 반경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동공이 전체의 10% 만 보여도 안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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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치는 3 화소 (pixels) 이내의 오차로 측정이 가능하였다. 

5. 수평, 수직, 회전, 그리고 동공의 반경을 추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18 

msec로 개발된 영상 안진기로 안구 운동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였다.  

Frame 영상 대신 field 영상을 이용할 경우 60 fields/sec의 실시간 안구 운

동 측정도 가능하였다.  

6. 회전 안구 운동 시 홍채 전체의 패턴을 얻는 것보다 각막 반사와 눈꺼풀에 

의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홍채의 측면 영역을 얻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7. 수평, 수직, 그리고 회전 안구 운동의 해상도는 각각 0.3°,  0.4°, 그리고 0.2° 

였고, 측정 범위는 각각 ±35°, ±25°, 그리고 ±18° 였다. 

8. Polar cross-correlation 방법을 이용하여 회전 안구 운동을 측정할 경우, 동

공의 크기 변화에 따라 동공의 경계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부분의 홍채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 고정된 반경의 홍채 패턴을 이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

었다. 

 

현재 fields를 이용할 경우 시간 해상도는 60Hz까지 가능하나 단속 운동의 경

우 200Hz 이상의 샘플링 주파수가 요구되므로 단속 운동의 측정에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스템을 임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구 

운동 측정 데이터로부터 각속도와 자극에 대한 이득,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 등을 

얻어내는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핵심되는 말 : 영상 안진기, 3차원 안구 운동, 안구의 회전 운동, 전정 안반사, 

실시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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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１ 장 서 론 

 

내이의 전정계 (vestibular system)와 시각계, 뇌의 뇌간은 가속의 변화나 중

력에 의한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를 감지하는 기관으로 인체나 물체가 움직일 때 

자동적으로 자세의 움직임과 안구 운동을 유발하여 인체로 하여금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공간에서 위치 감각과 몸의 평형 및 자세를 유

지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3].   이 기관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데 있

어 평형계의 구성은 매우 복잡하게 서로의 기능이 얽혀 있어 직접적인 관찰이 어

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정계의 반응을 분석할 때 평형계 개념 (system concept)

을 적용하여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자극에 따른 반사 운동 (전정 안반

사)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쉽게 평형 장애를 이해하고 전정 기관의 병인을 알아보

고 있다 [2-5].  전정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자극 방법으로는 반고리관 

(semicircular canal)내의 내림프 액의 대류를 유발시키는 온도 자극 (caloric 

stimulation), 회전 의자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선형 가속 (linear acceleration) 

혹은 각 가속 (angular acceleration)을 시켜 자극하는 방법, 머리의 움직임을 이

용한 검사 (positional test), 시각 자극을 이용하는 시자극 방법, 그리고 전기 자

극을 이용한 자극 (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 test) 방법 등이 있다 [1-3, 

6-12].   이러한 자극으로 평형 기관을 자극한 후 나타나는 안반사를 평가함으로

써 임상적 진단과 치료 계획의 수립, 치료의 평가, 생리 기전 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 [1-3, 5, 12-19].   그러므로 안구 운동의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은 전정 안반

사의 이해와 임상에 매우 유용하다 [14-18, 20-24]. 

안구 운동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들로는 전기 안진 검사법 (EOG, 

Electrooculography),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 (photographic method),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 (SSC, Sclera search coil method), 그리고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 

(Video method) 등이 있다 [16, 25-38].  이중 전기 안진 검사법은 Meyers가 

1929년 처음으로 고안한 이후 현재까지 임상에서 전정 안반사의 정량적 측정이나 

다른 목적으로도 안구 운동을 검사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3, 13, 16, 24].   

전기 안진 검사법은 직접적인 안구 운동을 관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구 운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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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되는 각막과 망막간의 전위차를 이용하여 안구 운동을 측정하는 정량적이

고 객관적인 방법이다 [26, 27, 39] .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험 전 보정이 요구되고, 전극을 부착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극 (electrode)과 전선으로 인해 자연스

러운 안구 운동을 방해 할 수 있다 [39].  수직 운동 측정의 경우에도 눈꺼풀과 

외안근 (extraocular muscles) 중 사근 (oblique muscles)의 근전도 영향으로 인

하여 정확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40].  그리고 안구의 회전 운동 (torsional 

eye movement or ocular torsional movement)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안구의 회전 운동은 뒤반규관 (posterior semicircular canal), 위반규관 

(anterior semicircular canal), 그리고 중력에 의한 수직 방향의 가속도를 감지하

는 역할을 하는 이석 기관 (otolith organ)의 기능에 대한 정량적 평가의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임상에서 활용하는데 제약을 가지고 있다 [2, 4, 

15, 16, 25, 33].   안구의 회전 운동 측정은 1962년 초 Miller에 의해 사진을 이

용한 방법 (photographic method)과 1963년 Robinson에 의해 자기장을 이용하

는 방법 (Sclera search coil method, SSC)으로 정량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25, 

30, 41].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은 약 0.1도의 높은 해상도와 정확한 회전 안구 

운동 (torsional eye movement)을 측정할 수 있으나 실시간으로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사진의 각 프레임 (frame)을 육안으로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관찰자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5, 

36].   자기장을 이용한 방법은 안구 운동 측정 범위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시간적 해상도에 있어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인정 받고 있다 [19, 42, 43].   

더욱이 3차원 영상 안진기가 개발 되기 전까지는 회전 안구 운동 (torsional eye 

movement)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30, 31, 42-44].   

그러나, 코일이 부착된 렌즈를 안구 위에 직접 올려 놓아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의 

측정 시 환자에게 불쾌감과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30분 이상 안구 운동을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기 보다는 전정 기능의 기전 연구

를 위한 동물 실험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25, 32, 45].   그리고, 렌즈로 인해 

안압 (intraocular pressure)에 영향을 주고 눈을 깜박이거나 안구의 회전 운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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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가 이동하는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39, 45, 46]. 

이러한 이유로 컴퓨터의 처리 속도 향상과 전자 공학의 기술 발달로 최근에 

소개된 영상을 이용한 안구 운동 측정 방법인 영상 안진기 (VOG, 

videooculograph)가 등장하게 되었다.  VOG (Videooculograph)라는 용어는 

1988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영상을 이용한 안구 운동 측정에 관한 모임에서 공식

적으로 소개되었다 [34].   이 방법은 사진을 이용한 방법과 같이 직접적으로 안

구 영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생체 전위를 이용하는 전기 안진기 (EOG)나 전자장을 

이용하는 SSC와는 달리 직류 (direct current) 변동 (drift)이나 실험실 주변의 전

자기파 (electoromagnetic  interference, EMI) 에 의한 잡음 (noise) 특성, 그리고 

다른 전기 생리 신호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비관혈적이고, 보정이 용이하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9, 39, 47].   뿐만 아니라 Frenzel 안경과 동일한 기능

을 가지고 안구 운동 자체를 관찰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영상의 형태로 자료의 저

장도 가능하여, 환자 치료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4]. 

Edelman은 안구의 회전 운동 측정을 위해 소프트렌즈를 피검자의 안구에 끼

우고, 텔레비전 카메라로 렌즈를 측정하여 렌즈 위의 패턴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8].   이 방법은 렌즈를 부착하는 것으로 인해 SSC 방법과 차별화 되지는 못하

였다.  1983년 Hatamian 등이 홍채의 회전 방향의 패턴 특성을 이용한 polar 

cross-correlation 방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안한 후 이를 근간으로 하여 많은 연

구가 있어 왔다 [19, 25, 36, 47].  1994년과 1996년에 Bos와 Groen 등이 보다 

정확한 안구의 회전 운동을 관찰하기 위해 홍채의 2차원 패턴을 이용한 방법도 

제안하였으나 [33, 49],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off-line으로 수행하고 있

고 [19, 34, 36], 실시간 3차원 안구 운동 측정은 겨우 지난 1990년 중반부터 구

현되기 시작되어, 현재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11, 18, 25, 36, 47, 50-52]. 

그러나, 영상을 이용하여 3차원 안구 운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데 있어 다음

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영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눈꺼풀 (upper eyelid)에 의

해 동공이 가려지게 되면 동공의 중점 (pupil center)을 찾는데 오차가 발생한다.  

이 오차로 인해 정확한 동공의 중심을 찾지 못하면 안구의 회전 운동 측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19, 25, 36, 53].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확한 동공의 중점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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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찾는데 기존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무게 중심을 이용한 방법 (center 

of gravity)은 동공 전체가 잘 보일 경우 영상의 hot & pepper noise에 강할 뿐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안구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찾는다 [36, 54].   하지만 눈

꺼풀, 속 눈썹, 혹은 각막 반사 (corneal reflections)에 의한 잡음에 의해 동공의 

중심을 찾는데 오차가 발생한다 [45, 52-5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deformable template method나 curvature 방법 등을 이용하여 동공을 완전한 원

으로 보지 않고 타원으로 확장하여 잡음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줄였으나 계산양

이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인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45, 53]. 

또 다른 문제는 정확한 안구의 수평, 수직 위치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회전 운

동을 측정하는데 있어 동공의 크기 변화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

면 안구의 회전 운동은 대부분 홍채의 패턴을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동공의 크기

가 변화되면 홍채의 패턴도 변화되기 때문이다 [4].   동공의 크기는 주변의 밝기

에 민감하게 반응 할 뿐만 아니라 안구의 초점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39, 55].   

대부분의 전정 기능 검사가 암실에서 행해 진다고 하더라도 동공의 크기 변화에 

의한 오차를 고려해야 보다 정확한 회전 운동을 얻을 수 있다.   현재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ilocarpine을 사용하여 동공의 크기를 작게 고정시켜 홍채

의 패턴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 후 3차원 안구 운동을 관찰한다 [50].   

하지만 동공 크기의 고정으로 인하여 피검자에게 visual acuity의 변화를 야기하

여 편안한 상태에서의 안구 운동 측정을 방해하게 된다 [7, 56]. 

본 연구에서는 영상을 이용하여 안구 운동을 측정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성

하였다.  그리고, 실시간 3차원 안구 운동을 측정하는데 있어 눈꺼풀, 속눈썹 등에 

의해 동공의 중점을 찾는데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고, 측정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인자들의 

최적 조건을 실험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안구의 회전 운동 측정 시 동공의 크기 

변화에 덜 민감한 안구 회전 측정 방법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방법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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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２ 장 본 론 

 

２.１ 3 차원 안구 운동 측정 시스템의 구성 
 

２.１.1 하드웨어 구성 

 

실시간 3차원 안구 운동을 위하여 영상을 획득하고 저장하기 위한 측정시스템

의 하드웨어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안구 영상을 얻기 위해 고글 (goggle)에 카

메라를 부착하였고, 카메라의 영상은 고글, VCR (SLV-ED919KR, Sony, Japan), 

CRT (GBM-1009E, Honeywell, USA), 그리고 영상 획득 보드 (PCI-1409, 

National Instruments, USA)를 통해 컴퓨터로 입력 받았다.  이러한 연결로 녹화

를 하면서 안구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녹화 후 재생 화면을 이용하여 안구 

운동의 분석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녹화는 영상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사운드 카

드 (Sound Blaster, PCI128, Singapore)의 출력을 이용하여 VCR에 음성도 함께 

저장하여 실험 방법, 환자 정보, 혹은 임상의의 소견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LI 1(Video in, Audio in)

Image grabber
PCI-1409

CRT

VCR

Goggle with a 
camera

Sound card
PCI128

Output(Video, Audio)

In

Out

VCR

 

그림 1. 3차원 영상 안진기의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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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１.2 카메라 및 고글의 제작 

 

영상 처리나 신호 처리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외부

에서 원하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센서나 변환기 (transducer)의 특성을 잘 파악하

는 것이다.   입력 신호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많은 후 처리 (post processing)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

렵다.  더욱이 홍채의 패턴을 이용하는 3차원 안구 운동 측정의 경우 홍채 패턴의 

선명도가 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카메라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카메라는 크게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나뉘어 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글에 부착하

는 형태를 취하므로 소형이면서 가벼운 특성을 갖는 아날로그 흑백 카메라를 선

택하였다 [57].  카메라는 그림 2와 같이 자체 제작한 고글에 부착하여 머리의 

움직임이나 환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된 위치에서 안구 영상을 얻

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장착된 카메라는 한 대이지만 좌우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

여 각각의 안구 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글 앞에 탈착식 덮

개를 사용하여 광 차단형 (light-occluding field)과 개방형 (free-field-of-view 

field)을 모두 지원하도록 제작하였다. 

 

Eye

Goggle

Camera

IR-LED

IR-LED, 
Camera power 

board

Guide

 

그림 2. 고글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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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기능 검사에서 안구 운동 검사는 대부분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관찰하므

로 피검자의 눈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깨끗한 영상을 얻기 위해 충분

히 밝은 광원 (light source)이 필요하다.  따라서 카메라는 가시 광선 대역 

(380nm~780nm) 뿐만 아니라 적외선 (infra red, IR) 대역까지 영상을 얻을 수 있

어야 한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카메라 (Watec 660D, Watec, USA) 의 

주파수 대역으로 가시광선에서 적외선 대역인 930nm까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

다.   광원으로는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880nm의 적외선 다이오드 4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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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CD 카메라의 주파수 특성 

 

카메라의 초점 거리 역시 영상의 이미지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57].   

고글에 부착된 카메라와 안구와의 거리는 3 cm 이내이므로 추가적으로 렌즈의 부

착 없이 초점 거리가 10~30 mm 정도로 짧은 것을 선택하였다.  회전 안구 운동

을 측정하기 위해 홍채의 패턴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27만 화소 (537 x 

505)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카메라를 선택하였다.   카메라의 그 밖의 주요 사양은 

표 1과 같이 외부에서 DC 9V의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고, 무게는 19g이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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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CD 카메라의 사양 

Items Specification 

Total pixels  537(H) x 505(W) 

Cell size 7.15um(H) x 5.5um(W) 

Video Out 1V p-p 75ohm 

S/N ratio 46dB 

Shutter Speed 1/60 ? 1/100000 sec 

Power source DC 9V, 110mA 

Dimensions  28mm x 24 mm x 14.8mm 

Focal Length 3.8mm 

F Point 2.0 

Minimum Illumination 0.8Lx 

Weight 19g 

 

２.１.3 영상 보드의 선택 및 컴퓨터 사양  

 

영상 획득 보드로는 National Instruments의 PCI-1409 보드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영상은 초당 홀수와 짝수 필드 (field)의 영상들이 30개씩 들어와서 30 

프레임 (frames)의 영상을 만들므로 영상의 샘플링 주파수는 30Hz이다.   영상 안

진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샘플링 주파수 (sampling rate)가 낮다는 것인

데 [39, 47, 59], 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non-interlace 방식이 지원되는 것

을 선택하여 최고 초당 60 필드의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는 영상 

획득 보드의 주요 규격으로 최대 4대의 카메라와 RS -170이나 NTSC를 지원함을 

알 수 있다 [60]. 

제안한 알고리즘과 측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LabVIEW 6i (National 

Instruments, USA)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61-63].  메인 메모리는 128 

Mbytes이고, CPU는 Pentium III 650E가 장착된 PC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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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CI-1409 영상 획득 보드의 사양 

Items Specification 

RS-170/NTSC  30 frames/s interlaced 

Progressive scan Up to 60 fields/s non interlaced 

Variable scan  2 to 40 MHz pixel clock 

Quantity  4 monochrome 

Pixel jitter  <2 ns 

Resolution 8 or 10 bit digitization 

Bus-master performance  132 Mbytes/s (i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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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 영상 안구 운동 측정법 

 

２.２.1 동공 중점 추정의 문제점 

 

영상을 이용한 실시간 안구 운동 측정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은 동공의 중심과 

안구의 회전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 것이다.  NTSC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의 경우 프레임 수를 초당 30 장 (혹은 PAL (phase 

alternation line) 25 장)으로 보고, 영상을 640x480인 그레이 (gray) 영상으로 가

정하면 초당 컴퓨터로 입력되는 데이터 양은 9.2 Mega-bytes (=30 x 640 x 480)

로 방대하다.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 프레임의 영상

에서 원하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33ms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 동공의 

중점을 찾는 여러 방법들이 나와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영상의 무게 중심 (center of gravity, COG)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25, 36, 50].   

이 방법은 그레이 영상을 동공과 다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문덕치 (threshold)

를 기준으로 이진화하고 동공의 영역을 1, 그 외의 영역을 0으로 가정한다.   이진

화 된 영상에서 식 (1)과 같이 화소 값 (pixel value)이 1인 좌표 값들의 평균값을 

취하여 얻는다.  혹은 이진화 된 영상에서 동공의 경계의 좌표를 찾아서 식 (1) 을 

이용하여 중점을 찾는다.   동공의 경계를 얻는데 주로 사용한 방법은 가로와 세로

로 직교 좌표로 화소값들을 조사하여 경계를 찾는 방식이다 [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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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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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i, yi는 각각 (x,  y)의 이진화 된 영상에서 동공을 포함하는 영역의 수

평과 수직 좌표이고 Area는 좌표의 개수이다. 

 

무게 중심을 이용한 방법은 hot & pepper noise에 강할 뿐만 아니라 간단하고 

빠르다는 장점은 있으나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의한 잡음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림 4(a)는 동공이 모두 보일 정도로 눈

을 크게 뜬 영상이고, 그림 4(b)는 그림 4(a)를 이진화 한 후 무게 중심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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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동공의 중점을 찾은 결과이다.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의한 잡음이 없을 

경우 오차가 1 화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림 4(c)와 같이 이진화 할 때 문턱치를 잘못 설정하거나 속눈썹이 짙어 

눈썹의 검은 정도가 동공의 것과 비슷할 경우 중점에 대한 오차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각각의 오차는 정확한 중점을 기준으로 하여 화소 값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그림 5(a)는 눈꺼풀에 의해 동공의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그림 5(b)와 같이 이

진화 된 영상에서 중점을 찾게 되면 수평축의 오차에 비하여 수직축의 오차가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눈꺼풀에 의한 동공의 가려짐은 수평 방

향으로는 좌우 대칭적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꺼풀에 의한 오차는 수평 축

보다 수직 축에서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5(c)의 경우 속 눈썹에 의한 잡음

도 함께 첨가 되었을 때의 오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때에는 수평 및 수직 값 모

두에서 큰 오차를 보였다.   그러므로 무게 중심을 이용하는 방법은 피검자가 검사

하는 동안 늘 동공이 눈꺼풀에 가려지지 않고 완전히 보이도록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 지지 않

는다.  이로 인해 피검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의해 동공의 일부가 가려지

거나 잡음이 첨가 되더라도 정확하게 동공의 중점을 찾는 방법이 제안 되었다.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Ivins 와 Zhu 등이 deformable template model을 이용

하는 것과 curvature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되었다 [45, 53].  그러나, 

deformable template model은 계산량이 많아 실시간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curvature를 이용한 방법은 동공의 크기에 의해 문턱치를 교정해야 하는 단

점이 있다 [53]. 



 - 12 - 

 

 

(a) 

 

(b) 

 

(c) 

그림 4. 속 눈썹이 COG 방법에 미치는 영향 

(a) 중점의 좌표 (313.6, 247.0)  (b) 중점의 좌표 (313.8, 247.6), 오차 

(0.2, 0.6) (c) 중점의 좌표 (287.2, 231.6), 오차 (-26.4,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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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 눈꺼풀과 속 눈썹이 COG 방법에 미치는 영향 

(a) 중점의 좌표 (325.0, 211.1)  (b) 중점의 좌표 (325.6, 241.9), 오차 

(0.6, 30.8) (c) 중점의 좌표 (337.1, 239.2), 오차 (12.1,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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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2 제안하는 동공 중점 추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동공 중점을 찾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눈꺼풀이나 속눈썹,

그리고 각막 반사에 의한 잡음에 덜 민감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공의 모

양은 거의 원에 가까운 형태를 갖는다.   동공의 경계를 찾는 방법은 이진화 된 

안구 영상에서 가로와 세로 좌표를 변경해 가며 동공의 바깥 경계를 찾는 대신 

동공의 중점을 기준으로 하여 부채꼴 모양의 윈도우를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부채꼴의 바깥 경계인 외부 반경 (outer radius)에서 내부 경계인 내부 반경 

(inner radius)으로 좌표를 변경해 가며 동공의 경계를 찾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시작 각도 (start angle)와 끝 각도 (end angle)로 만들어지는 부채꼴 내부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각도 (rotation interval) 간격으로 동공의 경계를 찾았다.  

내부에서 외부로 검색 (scan) 할 경우에는 각막 반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로 검색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동공의 경계 좌표를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최소 자승 오차 (LSE, least-square error)를 최소가 되

도록 circle fitting을 수행하여 원의 중점과 반경을 추정 (estimate)하였다. 

 

 

그림 6. 제안한 동공의 중점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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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i, yi는 각각 이진화 된 영상에서 동공의 경계로 판단된 좌표이고, 
xĈ , 

yĈ , 
rĈ , 그리고 N은 동공의 경계로 판단된 좌표들의 개수이다. 

 

최소 자승 오차인 LSE 값과 예상되는 좌표의 개수 (N)는 동공이 눈꺼풀에 어

느 정도 가려져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눈꺼풀에 의해 동공의 일부가 가려지게 되면 동공의 모양이 원의 모양에서 많이 

벗어나므로 LSE 값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에 착안하였다.  만약 눈꺼풀에 의해 동

공의 중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되면 동공의 원이라는 가정에서만 가능한 

circle fitting 방법으로 동공의 중점과 반경을 추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정 문

턱치 이상으로 LSE 값이 크게 나타나면 동공의 반경을 알고 있다는 가정아래 히

스토그램 (histogram) 방법을 사용하여 동공의 중점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52].   이때 이용되는 동공의 반경은 LSE 값이 문턱치 보다 적을 때 추정한 값이

다. 

제안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인공 안구와 12명으로부터 얻은 사람의 실제 안구 

영상을 이용하여 다음의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1. 동공의 부채꼴의 모양 

A. 부채꼴의 시작과 끝 각도 (그림 6에서 start angle과 end angle) 

B. 부채꼴의 내부와 외부 반경 (그림 6에서 inner radius와 outer radius) 

C. 부채꼴의 회전 방향으로 동공의 경계 점을 찾는 간격 (그림 6에서 

rotation interval, rθ ) 

2. 눈꺼풀에 의한 동공의 일그러짐의 정도에 따라 circle fitting을 사용할 

것인지 히스토그램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을 위한 LSE 문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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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3 회전 안구 운동 측정 

 

정확한 동공의 중점을 찾은 후 안구의 회전 운동을 측정한다.   회전 운동을 측

정하는 방법으로 홍채의 특정 패턴을 인식하여 회전을 측정하는 방법과 홍채의 

극좌표 방향에서의 상호 상관 계수 (cross correlation) 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25, 34, 36, 45, 47, 49, 64]. 

안구의 회전 운동을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홍채에 표식기 (land marker)

를 부착하는 것이다 [48].  그림 7과 같이 표식기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어 회

전을 하더라도 기준 위치에 대한 정보와 비교하여 식 (3)과 같이 회전 각도 (θ)를 

알아 낼 수 있다.   이 방법은 홍채의 미세한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얻는데 있어 높은 해상도가 요구 되지 않고, 표식기의 위치 추적도 간단하

다.  그러나, 눈에 직접 표식기를 부착해야 하고, 표식기가 눈의 깜박임이나 안구 

운동으로 인하여 이동이 생길 경우 측정에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

다.   더욱이 이러한 방법은 영상 분석법의 장점인 비관혈적이고 거부감을 최소화

하여 안구 운동을 측정하는 것에 배치된다. 

 

),( refref yx

),( __ centerrefcenterref yx

 

),( newnew yx

),( __ centernewcenternew yx

 

그림 7. 표식기를 이용한 회전 안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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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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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1 arctanarctanθ  (3)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홍채에 있는 자연스런 패턴이다.   즉, 표식

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홍채 패턴을 표식기로 사용하

여 안구의 회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홍채 패턴의 선명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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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홍채 패턴이 동공의 크기 변화에 영향을 받아 회전 운동 측정 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는 계산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33, 

49]. 

또 다른 방법은 홍채의 직각 좌표계 (Cartesian coordinates system)의 패턴이 

아니라 극 좌표계 (polar coordinates system)의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다 [25].   

그림 8(a)는 사람의 안구이고 그림 8(b)는 그림 8(a)에서 내부 반경과 외부 반경

을 조절하여 홍채 부분만을 직각 좌표계에서 식 (4)를 이용하여 극좌표계로 변환

한 영상이다. 

 

 

(a) 

 

(b) 

그림 8. 사람의 안구 영상 

(a) 직각 좌표계로 표현된 안구 영상 

(b) 극 좌표계로 표현한 홍채부분의 안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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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os(),( ωωω ⋅+⋅+= ryrxEyerEye centercentercartesianpolar  (4) 

여기서, r은 동공의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 ω는 그림 8(a)의 화살표가 있는 0°

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각도, 그리고 xcenter와 ycenter는 극좌표계로 

변환할 때 기준이 되는 중심 좌표이다.  

 

홍채의 패턴을 살펴보면 홍채 패턴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회전 방향인 ω 방

향에 포함 되어 있음을 그림 8(a)나 그림 8(b)를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주파수 영역에서 관찰하였다.   그림 8(b)의 홍채의 일부 

영역을 100 x 100 pixels 로 설정하여 내부 데이터를 2차원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하였다.  홍채 반경 축 (r)보다는 각도 축 (ω)에 스펙트럼의 에너지가 

모여 있음을 그림 9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동공과 홍채의 경계에 가까운 

곳에 홍채의 패턴 정보가 많이 모여 있고 경계와 멀어질수록 패턴에 대한 정보가 

적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안구 회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홍채 패턴

의 회전 방향의 정보가 반경 방향의 정보보다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극좌표로 변환된 영상을 ),( ωrEyepolar 라고 하고, ),(_ τω +rEye rotationpolar 를 

),( ωrEyepolar 을 τ만 큰 회전시킨 영상으로 가정하면,  안구 회전으로 인하여 발

생한 두 영상의 홍채 패턴 간의 상호 상관 관계는 식 (5)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식 (5)로부터 얻어진 상관 관계의 벡터가 xcross라면 벡터 xcross에

서 최대치를 갖는 인덱스 (peak index)로부터 두 영상 간의 회전에 의한 차이인 τ

를 얻을 수 있다 [25, 65]. 

 

}{max

}),(),({max
"

'

"

' _

cross
index

r

rr rotationpolarpolar
index

cross

xindexpeak

drdrEyerEyex

=

+= ∫ ∫= =
ωτωω

θ

θθ

 
(5)

 

여기서, 'θ 와 "θ 은 그림 6에 정의한 것과 같이 홍채 패턴을 얻기 시작하는 

각도와 끝나는 각도이고, 'r 과 "r 은 홍채 패턴을 얻는 시작 반경과 끝 반경으로 

동공의 바깥에서 홍채의 바깥 경계 사이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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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9. 주파수 영역에서 관찰한 홍채 패턴 

(a) 반경 r 축과 회전 방향 ω 축 모두 관찰 

(b) 회전 방향 ω 축만 관찰 

(c) 반경 방향 r 축만 관찰 

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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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에서 'r 과 "r 를 같은 값으로 할 경우, 홍채 패턴은 면적이 되지 않고, 

하나의 1차원적인 벡터가 된다.   그림 14는 회전 안구 운동이 일어난 두 영상에 

대하여 "' rr = 로 하여 얻은 홍채 패턴으로부터 안구의 회전을 측정한 예이다.   홍

채 패턴의 데이터는 영상 값이므로 그림 14(a)와 그림 14(b)처럼 DC값이 bias되

어 이 데이터로 얻은 crossx  또한 그림 14(c)와 같이 무척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 때문에 회전 정보를 나타내는 최대치의 변화를 쉽게 관찰하기 어렵고, 잡음에 

민감하여 회전 운동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신호의 특성에 따라 식 (6)을 이용하여 DC bias를 제거하였다 [63]. 

 

scalexoffset

xxscale
scale

offset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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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iralsignaturei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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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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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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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signatureiralx _ 은 홍채의 특정 반경에 대하여 얻어진 회전 방향의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벡터이다. 

 

그림 11(a)와 (b)는 식 (6)을 이용하여 그림 10(a)와 (b)의 데이터를 각각 정

규화 (normalization)하였다.   그림 11(c)는 그림 11(a)와 (b)의 값으로부터 상관 

관계를 계산한 것으로 그림 10(c)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명확하게 회전 정

보를 나타내는 최고치의 인덱스를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c)의 실

선은 그림 11(a)의 자기 상관 관계로 안구의 회전 운동이 없는 상태의 것이고, 점

선은 그림 11(a)를 기준 홍채 패턴으로 하여 안구 회전에 의해 변경된 그림 

11(b)와의 상호 상관 관계를 얻은 결과로 안구의 회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계산 시간이 적

은 polar cross-correlation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회전 운동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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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0. 원 영상 데이터에서 회전 방향의 안구 운동 측정 

(a) reference iral signature (b) iral signature at instant time (c) angular shift 

for ocular torsion 

 



 - 22 - 

 

 

(a) 

 

(b) 

τ

 
(c) 

그림 11. 정규화를 수행한 후 회전 방향의 안구 운동 측정 

(a) reference iral signature (b) iral signature at instant time (c) angular shift 

for ocular to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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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운동의 측정 해상도 (resolution, θd )는 기본적으로 식 (7)과 같이 홍채 

패턴의 반경과 홍채 패턴 각 해상도에 비례한다.  홍채 패턴의 반경 (r)이 증가되

면 동일한 각도에서 얻어지는 데이터의 양도 증가 됨으로 해상도는 증가한다.  또

한, 동일한 반경에서는 홍채의 패턴을 적은 각도 간격 ( ωd )으로 얻을수록 해상도

는 증가한다.  그러나 홍채 반경에 관계 없이 동일한 샘플 수를 취하게 되면 반경

이 증가된다고 해서 회전 운동 측정의 해상도가 함께 증가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러한 이유로 반경에 따른 적절한 회전 각의 해상도를 고려해야 한다.  

 

ωθ d
r

d ⋅∝ − )
1

(tan 1  (7) 

여기서, r은 동공의 중심에서 홍채 패턴의 거리이고, dω는 홍채 패턴을 얻는 회

전 방향의 해상도이다. 

 

식 (7)의 dω는 동공의 반경이 최대 150으로 가정했을 때 홍채의 패턴을 놓치

지 않고 얻기 위해 그림 12와 같이 r*(1-cos(dω))와 r*sin(dω)로 인한 좌표 간의 

거리가 0.5 화소보다 작아야 한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dω는 0.2° 

(150*sin(0.19)=0.497 화소)로 설정하였다. 

 

)sin,(cos),( 22 ωω ddryx =

)0,1(),( 11 ryx =

iris

ωd

r

 

그림 12. 홍채 패턴을 얻는 회전 방향의 해상도 

 

동공에 너무 가까운 홍채의 패턴을 선택할 경우 해상도가 낮아 문제가 되고 

너무 먼 곳을 선택할 경우 홍채의 패턴에 대한 정보가 적어 오차의 원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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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의 안구 영상 분석을 통하여 최소한의 홍채 

패턴의 정보로부터 안구 회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찾아 보았다. 

동공의 중점을 잘못 추정하였을 경우 회전 안구 운동 측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   이러한 영향을 인공 안구와 실제 안구 운동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 수직 및 수평 오차를 줄임으로 인하여 회전 운동의 측정 오차가 

얼마나 감소하였는가를 살펴 보았다. 

 

２.２.4 동공의 크기 변화를 고려한 회전 안구 운동 측정 

 

동공의 크기 변화가 없을 경우 홍채의 모양도 변화가 없어 회전 안구 운동 측

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동공의 크기가 바뀌게 되면 홍채의 패턴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이것이 회전 운동을 측정하는데 있어 오차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7, 

50, 56].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현재까지 pilocarpine이라는 동공의 크기 

변화를 억제시키는 약을 눈에 투여하여 동공의 크기가 적은 상태로 고정시켜 홍

채의 패턴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 후 안구의 회전 운동을 관찰한다 

[50].   하지만, 동공 크기의 고정으로 인하여 피검자에게 visual acuity의 변화를 

야기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안구 운동 측정을 방해하게 된다 [7, 56]. 

이러한 영향을 줄이고자, 고정된 반경에 대한 홍채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

라 동공의 변경에 따라 홍채의 패턴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반경도 변경해 가면서 

안구의 회전 운동을 측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상태에서도 

홍채의 일부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영향을 덜 받으려면 홍채의 전체 

패턴을 이용하여 안구의 회전을 분석하는 것보다 특정 홍채 부분만을 선택하여 

이 정보만을 가지고 안구의 회전 운동을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홍채의 선택에 따른 안구의 회전 운동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적절한 특

정 영역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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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３ 제안한 방법의 실시간 구현 

 

２.３.1 3차원 안구 운동 측정의 흐름도 

 

그림 13은 제안한 실시간 3차원 안구 운동을 측정하는 전체 과정의 흐름도이

다.  각종 변수를 초기화하고, 회전 운동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1차원 홍

채 패턴 (reference iral signature)을 얻는다.  영상 획득 보드에서 얻어진 영상은 

동공의 경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문턱치에 의해 이진화 되며 이때 문턱치는 사

용자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전에 추정된 반경 R(n-

1)이 동공 크기의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눈을 감았으나 빠른 안구 운동으로 인하

여 안구 위치의 추정이 윈도우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보고 전체 화면에서 무게 중

심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임시 중점 x(n)’과 y(n)’을 추정된 중점을 기준으로 

동공의 경계를 찾아 경계 좌표를 가지고 circle fitting을 하여 x(n), y(n), R(n), 그

리고 LSE 값을 얻었다.  LSE 값을 문턱치와 비교하여 작으면 눈꺼풀에 의한 영

향이 없는 동공을 추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좌표 x(n), y(n), 그리고 R(n)을 동공

의 중점과 반경으로 하여 안구의 회전운동을 측정하였다.   만약 동공이 눈꺼풀에 

의한 영향으로 원이 모양이 왜곡되어 circle fitting으로부터 얻어진 LSE 값이 문

턱치 보다 크면 눈꺼풀에 의해 동공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히스토그램 방

식을 이용하여 안구의 수직 위치를 보정한 후, 안구의 회전 운동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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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reference iral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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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3차원 안구 운동 측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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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３.2 실시간 분석을 위한 처리 시간 고려 

 

실시간으로 영상을 얻어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한 프레임의 영상을 처리하는데 33ms이상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처리 시간 

(processing time)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리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처리하

고자 하는 영상의 크기와 처리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의 크기이다.   따라서 안구 

중점을 찾을 때 640x480 (9.2Megabytes)의 모든 영역에서 중점을 찾는 것이 아

니라 이전의 찾아진 중점에서 동공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윈도우 내에서 동공의 

중점을 찾도록 하여 처리하여야 할 데이터 수를 줄임으로써 프로그램의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카메라로 얻은 안구 영상은 소형 CRT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

하여 계속하여 보여주는데 컴퓨터 모니터로 보여지는 영상은 그 크기에 따라 컴

퓨터의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실험을 통하여 적

절한 화면 크기를 결정하였다. 

 

２.３.3 눈 깜박임에 의한 영향 제거 

 

눈의 깜박임은 수직 축에 가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이즈 중의 하나이다.  이

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Ivins 가 제안한 수직 축의 프로파일을 검사하는 별도의 

추가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도 있다 [6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얻어진 경계 좌

표의 개수와 LSE 값을 이용하여 눈의 깜박임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였다.   눈의 

깜박임으로 인하여 동공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면 경계 좌표의 개수가 0이 되거나 

동공의 경계가 아닌 속눈썹 등의 잡음에 의한 좌표로 인해 LSE 값은 동공이 보여

질 때 얻어진 LSE 값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눈 깜박임에 영향을 

제거하였다. 

 

２.３.4 측정 결과의 저장 

 

얻어진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relational database)를 사용하여 환자 

정보, 검사 항목, 실험 항목과 같이 3개의 테이블로 구성하였고 각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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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은 그림 14와 같이 한 환자가 여러 번의 실험을 할 수 있고, 한 실험 당 

여러 번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환자 정보로는 이름과 성별, 주

민번호 등을 기록할 수 있고, 검사 항목에는 검사의 방법과 검사일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항목에는 실험 방법과 안구 운동 좌표 (수평, 수직, 회

전), 그리고 동공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시간 축과 함께 기록하여 임상적 진단에 

필요한 느린 성분의 안구 운동의 속도 (slow phase velocity, SPV) 나 빠른 성분의 

안구 운동의 속도 (fast phase velocity, FPV)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4.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테이블과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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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４ 시스템 보정 및 평가 

 

２.４.1 영상 좌표를 안구 회전 각도로 보정 

 

물체의 운동을 정확히 기술하려면 일정한 좌표계와 운동에 대한 통일된 정의

가 필요하듯 안구 운동도 마찬가지다.  안구 운동과 관련된 3차원 좌표계는 그림 

15와 같이 수평면에서 전후로 진행하는 축을 X축, 전두면에서 좌우로 진행하는 

축을 Y축, 시상면에서 상하로 진행하는 축을 Z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2].   그리

고 각운동이 일어나는 회전축이 아니라 회전축과 수직인 면에 따라 안구 운동을 

표시한다.   각 운동 중 X-Y축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에서 일어나는 Z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을 yaw라고 하고,  X-Z축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에서 일어나는 Y축 중

심을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을 pitch라 하고, 나머지 Y-Z축으로 만들어진 평면에

서 X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을 roll이라 한다.   이때 visual axis 를 X축으로 

가정하면, 관찰되는 안구 운동이 yaw일 경우 수평 운동으로, pitch일 경우 수직 

운동, 그리고 roll일 경우 회전 운동으로 관찰된다. 

 

Z axis (yaw plane)
Movement in horizontal plane

Y axis (pitch plane)
Movement in vertical plane

X axis (roll plane)
Movement in frontal plane  

그림 15. 3차원 좌표계로 표현한 안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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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안진기에서 얻어진 수평 및 수직 좌표는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각도가 아닌 화소값이므로, 안구의 회전 각도 값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 안구 회전 각도를 알 수 있는 시각 자극기 (Nystarplus, Nicolet, USA)를 이용

하여 영상의 안구 이동 화소를 안구의 회전각으로 환산하였다.   그림 16은 영상

에서 얻은 동공의 좌표로부터 안구의 수평 회전 각도로 환산하기 위한 실험 방법

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검자와 자극기 간의 거리는 91cm이고, 수평 방향의 자극 

범위는 ± 35°로 하였다.   수직 회전 각도의 경우에도 수평 회전 각도의 보정과 

동일하며 자극 범위만 ± 20°로 조정하였다. 

안구 운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제작한 고글은 좌우측 눈의 한쪽 안구만을 측정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좌측 ( Lθ )과 우측 안구 운동 ( Rθ )의 측정이 동일

한 결과를 보이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일한 시각 자극에 대하여 우

측과 좌측 안구의 운동을 관찰하여 비교하였다.  

 

0°
15°

15°

-15°

35°

91 cm

70°

Lθ Rθ

 
그림 16. 측정된 수평 좌표로부터 수평 회전 각도로 환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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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４.2 해상도 평가 

 

계측용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시스템의 선형

성과 해상도로써 영상 안진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안구 운동 측정에서 선형성 

(linearity)이란 안구의 실제 이동 각도와 측정 각도 간의 관계가 1차 함수로 표현

되는가를 의미한다 [67].   예를 들면, 실제 안구가 정면에서 수평 방향으로 0~5 ° 

움직였을 때 측정한 값과 10~15°로 움직였을 때의 측정값의 차이가 없을 경우 

선형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보정에서 사용한 동일한 방

법으로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영상 안진기의 선형성을 확인해 보았다.   해상도 

(resolution)란 측정 시스템이 얼마나 미세한 움직임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가로 

정의되며 가로, 세로 측정 범위가 결정 되면 화면의 화소 값과 최대 측정 가능한 

각도로부터 해상도를 구하였다 [67]. 

수평 및 수직 안구 운동과 달리 안구의 회전 운동은 식 (8) 과 같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해상도는 카메라의 해상도와 홍채의 패턴을 얻는 

반경과 각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안구 영상을 0.01° 간격으로 

18° 까지 회전 시켜 이론적인 안구 회전의 정보와 계측된 안구 회전 정보를 비교

하였다. 

 

)( indexpeakNdmovementeyeTorsional −×= θ  (8) 

여기서, θd 는 홍채 패턴을 얻는 회전 방향의 해상도이고 N은 홍채 패턴 샘플 

수, 그리고 peak index는 홍채 패턴 간의 polar cross-correlation으로 얻어진 

xcross의 최대치가 있는 인덱스이다. 

 

예를 들어, 홍채 패턴의 샘플의 수가 256이고, 안구 회전 방향의 해상도, θd

를 0.2°로 했을 때 peak index가 266에서 검출되면 안구의 회전 각도 (ocular 

torsional angle)는 0.2*(256-266)=-2.0°,  즉 안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2.0° 회전

한 것이 된다. 



 - 32 - 

２.４.3 신뢰성 평가 

 

개발한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 지금까지 전정 기능 이상으로 치료나 진

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정상인을 1 명을 대상으로 시추적과 머리를 roll 축으로 

회전 시켜 안구 운동을 유발하여 안구 운동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비정상인 (나

이:82세, 남자) 1 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안구 운동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의 

비교는 상용화된 영상 안진기의 중의 하나인 2D VOG (SMI 2D, SensoMotoric 

Instruments , Germany)의 측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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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３ 장 결과 및 고찰 

 

３.１ 동공의 중점 추정을 위한 최적 조건 
 

제안한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는 동공의 경계를 추출하는데 사용

하는 부채꼴 모양의 윈도우에서 부채꼴 시작 각도 (start angle)와 끝 각도 (end 

angle), 내부 및 외부 반경, 회전 방향으로 동공의 경계 점을 찾는 간격 ( rθ ) 등

이 있다. 

 

３.１.1 동공의 경계 추출을 위한 부채꼴의 모양 결정 

 

가능한 부채꼴 모양의 면적이 작을수록 동공의 경계 좌표를 찾는데 소비되는 

시간은 처리 데이터 양의 감소로 인하여 적게 든다.  따라서, 최대한 작은 부채꼴

의 영역으로 동공의 중점과 반경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를 위하여 눈꺼풀에 의한 영향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원으로 안구를 모델링 한 

것과 실제 사람의 안구가 눈꺼풀에 의해 동공이 가려지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서 부채꼴의 모양에 따른 중점과 동공의 반경을 측정하였다. 

그림 17은 인공 안구 모델에서 눈꺼풀에 의한 영향을 모사하기 위해 동공의 

직경을 기준으로 10%씩 점차적으로 동공을 가린 영상이다. 

 

     

0% 20% 40% 60% 80% 

그림 17. 안구 모델에서의 눈꺼풀에 의해 가려진 동공 

 

그림 17에서 눈꺼풀에 의한 동공이 전혀 가려지지 않은 모형 안구에 대하여 

그림 18과 같이 부채꼴의 시작과 끝 각도의 폭을 360°에서 60°까지 줄여가면서 

동공의 중점과 반경의 오차를 조사하였다.   부채꼴의 외부 반경과 내부 반경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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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10 화소와 0 화소로 하였고, 회전 방향으로 동공의 경계 점을 찾는 간격은 

5°로 하였다.  그림 19는 부채꼴 시작과 끝 각도의 변화에 따른 안구 중점 및 동

공 반경의 추정 오차를 보여준다.  안구 모델의 경우에는 수평, 수직, 그리고 동공

의 반경에 대한 오차는 부채꼴의 펴진 정도에 거의 의존하지 않았다.  

 

 

90°~90° 130°~50° 170°~10° 200°~340° 240°~300° 

그림 18. 안구 모델에서의 부채꼴의 펴진 각도에 따른 동공의 중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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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안구 모델에서의 부채꼴의 펴진 각도에 따른 동공의 중점 추정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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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 윗부분의 일부가 눈꺼풀에 의해 가려질 경우 동공의 경계를 얻는 부채꼴

의 펴진 정도를 360°로 하지 않고 눈꺼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영역인 

190°에서 350°까지 부채꼴의 영역을 줄여서 동공의 중점과 반경을 추정해 보았다.  

각 영상 마다 초기 동공의 중점을 무게 중심을 이용한 방법으로 찾는 경우와 초

기 동공의 중점만 무게 중심을 이용한 방법으로 찾고 그 이후에는 초기 동공의 

중점을 기준으로 다음 영상의 중점을 추정하는 경우로 나뉘어 관찰하였다.   그림 

20(a)은 첫 번째 방식으로 중점을 추정한 결과이고, 그림 20(b)는 그림 20(a)에서 

얻은 좌표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동공이 완전히 보일 때와 마찬가지로 수평, 

수직, 그리고 동공 반경의 오차는 거의 없었으며, circle fitting시 LSE 값도 눈꺼

풀에 의한 동공의 모양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1(a)

와 (b)는 각각 두 번째 방식으로 중점을 추정한 결과와 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방식과 비슷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완전한 원의 

경우 원 위를 지나는 최소 3점만으로도 오차가 거의 없는 원래의 원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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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20. 부채꼴이 펴진 각도가 190°~350°일 때의 동공 중점 추정 I 

(a) 측정 결과 (b) 눈꺼풀에 의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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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부채꼴이 펴진 각도가 190°~350°일 때의 동공 중점 추정 II 

(a) 측정 결과 (b) 눈꺼풀에 의한 오차 

 

그림 22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평가에 사용한 12 명에 대한 안구 영상이다.  

눈꺼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12 사람의 동공에 대하여 인공 안구 모델의 경

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공의 중점을 추정해 보았다.   그림 23(a)에서 보듯 동공

의 반경은 부채꼴의 펴진 각도가 340° (110°~70°)까지는 1% 이하로 정확하게 평

가 되었으나 부채꼴의 펴진 각도를 그 이하로 줄이게 되면 동공의 반경 추정에 

오차가 발생하였다.   반경에 대한 오차의 경향은 각도의 줄어듦에 따라 한 명의 

피검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제 반경보다 작게 추정되었다.   그림 23(b)와 (c)

는 수평 및 수직 좌표에 대한 오차로서, 이상적인 원의 경우와는 달리 부채꼴의 

펴진 정도에 따라 크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동공은 안

구 모델과 같이 이상적인 원이 아니고, 부채꼴 내부에서 얻어진 경계 좌표 또한 

영상 잡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수평 보다 수직 좌표에 오차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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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생하였다.   이것은 부채꼴의 시작과 끝 각도가 가로 축에 대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나타났으며, 만약 세로축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면 수직

보다 수평 좌표에서 오차가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실제 안구에 있어서 동공의 정확한 중점과 반경을 추정하

기 위해서는 눈꺼풀에 의한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동공의 일부 영역 만의 

경계 좌표를 이용하여 circle fitting 을 하는 것 보다 동공의 전체 영역의 경계 좌

표를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오차를 최소

화할 수 있는 적절한 부채꼴의 펴진 각도를 340° (110°~70°)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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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실험에 사용한 12명의 사람 안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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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23. 부채꼴의 펴진 정도가 추정 인자에 미치는 영향 

(a) 동공의 반경 (b) 동공의 수평 좌표 (c) 동공의 수직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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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１.2 부채꼴 내외부 반경과 rotation interval 

 

부채꼴의 내부 및 외부 반경과 회전 방향으로 동공의 경계 점을 찾는 간격 

(rotation interval)의 이상적인 조건의 기준은 실시간 구현을 위해서 처리 시간에 

중점을 두었다.   부채꼴의 영역에서 동공의 경계 좌표를 검색하는 데이터 양은 외

부 반경과 rotation interval과 관련이 있다.   그림 24는 외부 반경의 크기와 회전 

방향의 해상도에 따른 처리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된 처리 시간은 1000번 

반복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평균한 것이다.   처리 시간은 외부 반경보다는 회전 

방향의 각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rotation interval은 20°로 설정하였고, 이 경우 처리 시간은 대략 4 msec 이내였

다. 

암실에서 동공의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한 상태를 기준으로 동공 전체를 포함할 

수 있고, 또한 속 눈썹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외부 반경은 140 화소로 설정하

였다.   부채꼴의 내부 반경은 경계의 검색 방식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루어지므로 

경계를 만나면 다음 각도로 진행하므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내부 반경은 0

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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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외부 반경과 rotation interval이 처리 시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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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１.3 눈꺼풀에 의해 동공이 가려진 정도와 LSE와의 관계 

 

눈꺼풀에 의해 동공이 가려지는 정도와 LSE와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동공

의 일부가 가려짐에 의해 circle fitting 시 발생되는 LSE 값을 그림 22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눈꺼풀로 가려지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인공 

안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동공의 직경을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10% 

씩 가렸다.  그림 25는 실제 안구에 대한 하나의 예를 보여준다. 

 

     

0% 20% 40% 60% 80% 

그림 25. 눈꺼풀에 의해 가려진 동공을 모사한 실제 안구 영상의 예 

 

그림 26(a)는 12개의 안구 영상에 대하여 동공의 중점을 얻기 위해서 매 영상

마다 무게 중심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임시 중점을 찾은 다음 circle fitting으

로 중점을 찾아 얻는 LSE, 동공 반경의 오차, 수평과 수직 오차의 평균 값이다.  

그러나 실제 구현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나 눈의 깜박임으로 인해 정확한 중점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COG 방법을 사용하여 원점을 찾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는 이전의 중점에서 circle fitting으로 최적의 중점을 추정하므로 그림 26(b)에서

는 실시간 구현 방법으로 눈꺼풀에 의한 영향을 관찰한 결과이다.   수평 좌표의 

위치는 눈꺼풀에 의해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수직 좌표는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LSE가 눈꺼풀에 의해 동공이 가려질수

록 오차차가 증가하다가 눈꺼풀에 의한 동공이 50% 이상 가려지는 순간에 오차

가 감소하였다.   왜냐하면 경계 좌표를 모두 찾지 못하여 경계 좌표 개수가 감소

함으로 인하여 LSE 값이 감소하는 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로 볼 때 눈꺼풀

에 의해 동공이 가려지자 않았을 경우에는 LSE도 작고, 얻어진 경계 좌표의 수가 

rotation interval에 의해 결정된 수와 일치하는 반면 눈꺼풀에 의해 동공이 가려

지게 되면 LSE 값과 좌표의 개수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

과를 바탕으로 circle fitting과 히스토그램 방식의 선택 기준이 되는 LSE 값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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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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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26. 사람 안구에서의 눈꺼풀에 의한 측정 인자의 영향 (N=12) 

(a) 모든 영상에 있어 COG 방법을 적용하여 얻은 중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b) 첫 영상에 대해서만 COG 방법을 적용하여 중점을 얻고, 나머지는 이 중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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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１.4 동공의 크기와 LSE 값과의 관계 

 

앞의 결과로부터 알고리즘 선택의 기준이 되는 LSE 값의 문턱치를 20으로 선

택하였으나, 동공의 크기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동공의 크기가 LSE 값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동공의 크기에 따라 LSE 값이 영

향을 받으면 눈꺼풀에 의한 동공의 가려짐에 대한 영향을 LSE 값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림 27(a)는 정상인 한 명을 대상으로 외부 조명을 

이용하여 동공의 크기를 적게 한 것 (동공의 반경(radius)=55 화소)에서부터 크게 

한 것 (동공의 반경=107 화소)에 대하여 LSE 값의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그 결

과 LSE 값은 눈꺼풀이 10% 정도 내려왔을 경우에는 동공의 크기 변화에 관계없

이 모두 20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눈꺼풀이 동공을 20% 이상 가리게 

되었을 경우에도 동공의 반경이 55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20 이상으로 증가하였

다.  동공의 반경이 55인 경우에는 20을 넘지 않다가 동공이 30% 이상 가려졌을 

때 비로소 LSE 값이 20을 넘었다.   그림 37(b)는 동공 반경의 오차를 퍼센트로 

측정한 것으로 동공의 크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눈꺼풀에 의해 영향을 받

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37(c)와 (d)에서 보여주고 있는 안구의 수평과 

수직 좌표 또한 동공의 크기 변화보다는 눈꺼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circle fitting과 히스토그램 방식의 선택 기준으로 

LSE 값을 20으로 잡은 것은 동공의 크기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으므로 동공의 중

점 추정에 활용하는데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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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림 27. 동공 크기에 따른 각 인자들의 영향 

(a) LSE (b) 동공 반경의 오차 (c) 수평 좌표의 오차 (d) 수직 좌표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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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２ 회전 운동 측정을 위한 최적 조건 

 

회전 운동 측정 시 관련된 인자는 식 (7) 과 같이 동공의 반경과 회전 각도의 

해상도 ( θd ), 그리고 홍채 패턴을 얻는 각도 ( 'θ ~ "θ )이다.   실제 안구 영상을 

이용하여 이러한 인자의 최적 조건을 살펴 보았다. 

 

３.２.1 홍채 패턴을 얻는 데이터 양에 따른 영향 

 

홍채는 안구 측정 시 눈을 크게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홍채의 일부 영역 (대부

분 위쪽)은 가려지게 되므로 전체 360도로 하여 홍채 패턴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

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양도 많아 부적절하다 [50].   더욱이 실시간 처

리를 위해서는 홍채 패턴의 데이터 양은 적으면서 안구의 회전 운동을 오차 없이 

측정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 

그림 6에서 정의한 홍채 패턴을 얻는 각도 범위 (θ’~θ”)를 180° (180°~360°)

에서 20° (340°~360°)까지 서서히 줄여가면서 네 사람에 대하여 회전 안구 운동

을 측정하였다. θ’과 θ”의 각도 범위가 180°에서 50° 까지는 측정 대상과 무관하

게 오차 없이 회전 각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그림 28과 같이 홍채 패턴을 얻

는 각도 범위를 40°로 하였을 경우 4명 중 두 사람에 대해서는 15° 이상 큰 회전 

안구 운동의 경우에는 측정 시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 결과로 볼 때 18°까지의 

홍채 패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36° 이상의 홍채 패턴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략 50° 이상의 홍채 패턴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실제 구현할 때는 50°도 보다는 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구현하기 위해 

dθ가 0.2°이므로 50°가 조금 넘는 51.2° 즉 256개의 홍채 패턴으로 회전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이 때 처리 시간은 약 1 msec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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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홍채 패턴을 얻는 각도 범위에 의한 영향 (N=4) 

 

３.２.2 홍채 패턴의 선택 영역에 따른 영향 

 

홍채 패턴의 선택 영역에 의한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 각기 

다른 영역의 패턴을 사용하여 안구의 회전 각도를 측정해 보았다.  그림 29는 동

일한 반경 (r’)과 홍채 패턴을 얻는 범위 (θ’~θ”)를 50°로 일정하게 하고 다양한 

시작 각도에서 안구의 회전 운동을 측정한 결과이다.  홍채의 선택 영역과 무관하

게 회전 안구 운동을 오차 없이 측정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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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홍채 패턴의 선택 영역에 의한 영향 

 

３.２.3 부정확한 동공 중점에 의한 영향 

 

2차원 안구 측정의 경우 동공의 중점을 다소 부정확하게 측정을 보이더라도 

임상에서 대부분 수평 안구 운동을 검사하므로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큰 장애

나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3차원 안구 운동 측정 (안구 운동의 수평, 수직, 

회전)에 있어서는 부정확한 중점의 측정은 회전 안구 운동의 측정 오차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림 30은 Zhu 등이 제안한 인공 안구 모델을 근거로 하여 

수평 좌표에서만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수직 좌표에서만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수평 수직 좌표 모두에서 오차가 발생할 경우로 모두 3가지로 나뉘어 관

찰한 결과이다.   그림 30(b)에서 수평 축은 정확한 중점을 0 화소로 하여 오차가 

?7 화소에서 7 화소까지 발생할 경우 회전 각도 오차는 대략 ± 3° 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수평 수직 모두 동일하게 오차가 발생하면 회전 각도의 오

차가 크게 측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안구 모델이 동공의 반경 방향 (radial)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보다 더 큰 오차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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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30. 안구 모델에서의 부정확한 중점이 회전 안구 운동 측정에 미치는 영향 

(a) Zhu 등이 제안한 인공 안구 모델 [53] (b) 인공 안구 모델에서 잘못 된 중점

에서 얻은 안구 회전 정보 

 

그림 31은 실제 안구에 대하여 앞의 안구 모델과 마찬가지로 동공 중점의 오

차가 수평 혹은 수직 축에서만 오차 발생 했을 경우와 수평과 수직 모두 발생 했

을 경우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실제 안구에 있어서도 부정확한 동공 중점을 

기준으로 회전 안구 운동을 측정하게 되면 부정확한 결과를 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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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실제 안구에서의 부정확한 중점이 회전 안구 운동 측정에 미치

는 영향  

 

３.２.4 동공의 크기 변화를 고려한 회전 안구 운동 측정 

 

그림 32는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안구의 회전은 없는 상태에서 동공의 크기만 

외부 조명의 조절로 변화시켜 얻은 안구 영상이고 그림 33은 그림 32의 홍채 영

역의 영상을 관찰하기 용이하도록 극좌표계 영상으로 변환한 것이다.  그림 32와 

33에서 점선과 실선은 각각 고정된 반경과 동공의 경계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

져 있는 반경을 의미한다.  그림 32(a)의 중점에서 반경 120 화소 떨어진 곳의 

홍채 패턴을 기준 홍채 패턴으로 하여 그림 32(b)와 그림 32(c)의 홍채 패턴에 

대하여 상호 상관 계수를 계산해 보았다.  그림 34는 그 결과로서 동공의 크기 

변화에 의해 홍채 패턴이 변화되고 이로 인해 회전 운동의 측정에 큰 오차를 야

기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공 중심에서 고정된 반경에서의 홍채 패턴

을 얻는 대신 동공의 경계를 기준으로 항상 일정한 거리에 있는 홍채 패턴을 얻

어 회전 안구 운동을 측정할 경우, 그림 35와 같이 동공의 크기 변화에 의한 홍

채 패턴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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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2.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킨 안구 영상 

(a) 동공의 반경이 55 화소 (b) 동공의 반경이 86 화소 (c) 동공의 반경이 107 화소 

 

 

(a) 

 

(b) 

 

(c) 

그림 33. 그림 32를 극좌표계로 표현한 영상 

(a) 동공의 반경이 55 화소 (b) 동공의 반경이 86 화소 (c) 동공의 반경이 107 화

소 (실선: 동공의 경계에서 일정 거리 만큼 떨어져 있는 반경, 점선: 고정된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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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고정된 반경에서의 홍채 패턴을 이용한 회전 안구 운동 측정 

(a) 그림 33(a)의 자기 자신과의 상관 관계 (peak 위치=0°) 

(b) 그림 33(a)와 (b)의 점선 상의 홍채 패턴에 대한 상호 상관 관계 (peak 위치

=63°) 

(c) 그림 33(a)와 (c)의 점선 상의 홍채 패턴에 대한 상호 상관 관계 (peak 위치

=4°) 

(a)

(b)

(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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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동공의 크기 변화를 고려한 회전 안구 운동 측정 

(a) 그림 33(a)의 자기 자신과의 상관 관계 (peak 위치=0°) 

(b) 그림 33(a)와 (b)의 실선 상의 홍채 패턴에 대한 상호 상관 관계 (peak 위치

=3°) 

(c) 그림 33(a)와 (c)의 실선 상의 홍채 패턴에 대한 상호 상관 관계 (peak 위치

=0°) 

 

(a)

(b)

(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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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３ 실시간 처리를 위한 고려 

 

３.３.1 출력 화면의 크기 결정 

 

CCD 카메라로 얻은 영상은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는 영상의 크기에 따라 처리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36은 화면 크기와 소요 시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화면의 크기가 적을수록 처리 시간이 지수함수로 감소하였다.   가로 축은 

출력 화면의 크기이고, 세로 축은 화면 출력 시 소비되는 시간이다.  개발한 시스

템에서는 5.2 msec의 시간이 소비되는 화면 크기가 128x96 화소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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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출력 화면의 크기와 속도와의 관계 

 

３.３.2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 

 

표 3은 제안한 방법에서 요구되는 각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

다.  처리 시간은 OS (operating system)나 시스템의 특성상 언제나 일정하지 않

으므로 1000번 반복하여 평균 처리 시간을 얻었다.   최대 처리 시간은 12 msec 

(Threshold, Search center using COG method, Histogram, Cross-correlation)이

지만 눈꺼풀에 의한 영향이 없어 동공 전체가 보일 경우 처리 시간은 threshold, 

search center in annulus ROI, 그리고 cross-correlation 만 계산하므로 6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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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요되었다.  

화면 출력 시간과 처리 시간을 모두 고려할 경우 최대 처리 시간은 약 18 

msec (12 msec + 5.2 msec)이었고, 최소 처리 시간은 약 12 msec (6 msec + 

5.2 msec)이었다.  30 frames/s의 속도로는 영상을 처리할 경우 전혀 문제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여유 시간동안 추가적인 프로세스 (SPV, 

FPV, Nystagmus 의 발현 횟수 등)의 계산도 가능할 것을 사료된다.  60 fields/s

의 속도로 영상을 처리할 경우 수직 해상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단점은 있으나 

시간해상도는 2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표 3. 각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 

Process Processing time, 

msec 

Threshold 2 

Search center using COG method in whole image 4 

Search center in annulus ROI (including circle 

fitting) 

3 

Histogram 5 

Cross-correl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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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４ 시스템 보정 및 평가 

 

３.４.1 영상 좌표를 안구 회전 각도로 보정 

 

그림 37은 영상 좌표를 안구 회전 각도로 환산하기 위한 실험 장면이다.   실

험 전 피검자는 제작된 고글을 착용하고, 자극 패널에 나타난 붉은 점을 기준으로 

의자 높이를 조절하였다.  이점을 중점으로 하여 좌우 35°의 수평 각도와 상하 

25°인 수직 각도에 대하여 보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8(a)와 (b)는 각각 수

평과 수직 좌표를 영상의 화소 값과 비교한 결과로서 수평 축은 1°당 약 3.3 화소

로서 0.3°/pixel의 해상도를 가지고, 수직 축은 1°당 약 2.3 화소로 0.4°/pixel의 

해상도를 보였다. 

 

 

그림 37. 보정 작업을 위한 실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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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tual vertical degree & measured horizontal pixel Coord.

y = -2.3x +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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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38. 영상 좌표와 수평, 수직 안구 회전 각도와의 관계 

(a) 수평 좌표 (b) 수직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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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４.2 수평 및 수직 안구 운동 측정의 선형성 

 

그림 39는 보정 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평과 수직 안구 운동에 대하여 정상

인 1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수평 안구의 경우, 우측과 좌측으로 각각 

0°~5°와 30°~35° 간에는 1° 간격으로 측정하고, 나머지는 5° 간격으로 측정하여 

선형성을 확인하였다.  수직 안구의 경우에도 우측과 좌측으로 각각 0°~10°의 안

구 운동을 1° 간격으로 측정하여 선형성을 확인하였다.   선형 오차는 수평, 수직 

모두 1%를 초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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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 = 1.0084x + 0.0026
R2= 0.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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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39. 시각 자극에 대한 안구 운동 측정 

(a) 수평 안구 운동 (b) 수직 안구 운동 

 

３.４.3 좌우 측정 안구에 의한 영향 

 

그림 40은 동일인에 대하여 좌측과 우측 안구를 각각 3회씩 5° 간격으로 수평 

안구 운동을 측정한 결과이다.  가로축의 음의 값은 좌측방향의 자극이고, 양의 

값은 우측 방향의 자극이다.   좌우측의 안구 중 어떤 쪽을 선택하여 측정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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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다만, 우측 눈의 경우 좌측 방향의 자극에 대해서 

우측 방향의 자극 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큰 값을 보였고 좌측 눈의 경우 우측 방

향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눈이 자극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림 16의 Rθ 와 Lθ 같이 우측 눈의 경우 우측보다 좌측 자극에 

대하여 안구의 회전 각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고, 좌측의 경우 이와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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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좌우측 안구 운동의 측정 비교 

 

３.４.4 회전 각도의 해상도 

 

그림 41은 홍채 패턴을 얻는 각도의 범위 ( 'θ ~ "θ )를 50°로 하고, dθ는 0.2°

로 하여 영상을 0.01°로 회전 시켜가면서 회전 안구 운동 각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선형적으로 회전 운동을 추정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해상도는 0.2°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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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홍채 패턴을 이용한 회전 안구 운동의 각도 측정 

 

３.４.5 시간 해상도 

 

정확도 측정에 사용한 무게 중심을 이용한 방법 (COG 방법), 히스토그램 방법, 

변형된 히스토그램 방법, 그리고 maximum likelihood 방법과 제안한 방법들 간의 

처리 시간을 측정해 보았다.   측정된 처리 시간은 이미 녹화해 둔 동일한 안구 운

동 영상을 60 초간 (1800frames)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하였다.   알고리

즘의 특성상 회전 운동을 측정하지 못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동공의 중점을 찾

는데 소비되는 시간만을 비교 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테스트 하는 영상의 특성에 따라 처리 시간이 변경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눈을 깜박이거나 눈꺼풀에 의해 동공이 90% 이상 가려지는 

경우의 발생빈도는 많지 않기 때문에 평균 처리 시간의 경우 속도면에서 가장 빠

른 무게 중심을 이용한 방법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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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동공 중점 추정에 소요되는 시간 

 Processing time [msec] 

Proposed method 7 

Center of gravity 7 

Histogram 16 

ModHist 16 

Maximum likelihood method 22 

 

３.４.6 동공 중점 추정의 정확성 평가 

 

눈꺼풀에 의해서 동공의 일부가 가려졌을 경우에도 제안한 방법이 수직 안구 

운동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무게 중심을 이용한 방법, 히스토그램 방법, 

변형된 히스토그램 방법, 그리고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는 maximum likelihood 방

법과 비교하였다 [52, 70].   변경된 히스토그램 방식인 ModHist는 제안하는 방법

과 동일한 성능을 보이지만 표 4와 같이 처리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수직 좌표의 오차는 식 (9) 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90%까지 동공이 눈꺼풀에 의해 가려져 있더라도 3% 이내의 오차

로 수직 안구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수평 좌표의 오차는 위의 모든 방법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100×
−

=
valuetrue

valuemeasuredvaluetrue
erro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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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동공 중점 추정 방법에 따른 정확성 비교 

 

３.４.7 구현된 시스템의 사양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 및 고글의 사양은 각각 표 5,  6과 같다.   수평 및 

수직 해상도는 0.3°와 0.4° 였으며 회전 운동의 해상도는 0.2° 까지 측정이 가능

하였다.   그리고, 시간 해상도는 초당 30 frames/sec 였으며 최대 60 fields/sec 

까지 가능하였다.  제작한 고글은 총 무게가 183g이고, 수평 ±40°과 수직 ±25°까

지 시야가 확보되었다. 

 

표 5. 3차원 안구 측정 시스템의 사양 

 Horizontal Vertical Torsion 

Spatial resolution 0.3° 0.4° 0.2° 

Temporal resolution 30 Hz (60 Hz*) 30 Hz (60 Hz*) 30 Hz 

Measurement range ± 35° ± 25° ± 18° 

* : Torsional eye movement를 측정하지 않고 수평과 수직 안구 운동만 측정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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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글의 사양 

Items Specification 

Weight 183 g 

IR Illumination power < 3 mW 

IR Illumination wavelength 880 nm 

Horizontal range ± 40° 

Vertical range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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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５ 안구 운동 측정 결과 

 

３.５.1 시추적 자극에 대한 안구 운동 

 

그림 43과 44는 각각 정상인을 대상으로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20°/sec의 각

속도와 ± 16°의 자극 각도의 크기로 시각 자극을 가하고, 우측 눈의 안구 운동을 

개발한 영상 안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실선은 자극을 가한 시각 자극

이고, 점선은 측정된 안구 운동이다.   관찰이 용이하도록 시각 자극과 측정 안구 

운동에 옵셋을 각각 + 8°과 - 8°로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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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수평 방향의 시추적 안구 운동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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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수직 방향의 시추적 안구 운동 측정 

 

３.５.2 기존의 2D VOG와의 비교 

 

그림 45는 정상인의 자연스런 좌우 수평 운동을 개발된 영상 안진기와 기존에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D VOG (SMI)로 측정한 결과이다.   두 시스템의 

고글을 동시에 착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SMI 장비로 녹화하면서 측정하였고, 개

발한 영상 안진기의 데이터는 녹화된 영상을 분석하여 얻었다.   45초 지점에서 

속 눈썹에 의한 노이즈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켰을 때 상용화된 제품보다 개발된 

시스템이 노이즈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수평 및 수직 

운동에서 수직 축의 양의 방향은 안구가 각각 오른쪽과 위쪽을 주시하였음을 의

미한다.   그림 46은 수직 안구 운동을 관찰한 것으로 18, 23, 26초 등에서 눈을 

깜박였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구현된 시스템이 눈 깜박임에 의

한 영향도 적게 받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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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정상인에 대한 수평 안구 운동 측정 

(a) 개발된 시스템 (b) 상용화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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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정상인에 대한 수직 안구 운동 측정 

(a) 개발된 시스템 (b) 상용화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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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과 48은 수평 자발 안진 (spontaneous nystagmus)이 있는 환자를 대

상으로 측정한 수평 및 수직 안구 운동 측정 결과이다.   이 경우에도 상용화된 제

품에서는 수평, 수직 모두 10~20초 사이에 7~8회 정도의 노이즈가 발생하였으나 

본 시스템에서는 전혀 노이즈 없이 깨끗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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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비정상인에 대한 수평 안구 운동 측정 

(a) 개발된 시스템 (b) 상용화된 제품 



 - 70 - 

0 5 10 15 20
-10

-5

0

5

10

V
er

tic
al

 a
ng

le
, d

eg

Time, sec

0 5 10 15 20
-10

-5

0

5

10

V
er

tic
al

 a
ng

le
, d

eg

Time, sec

(a) 

(b) 

 

그림 48. 비정상인에 대한 수직 안구 운동 측정 

(a) 개발된 시스템 (b) 상용화된 제품 

 

３.５.3 회전 안구 운동 측정 

 

그림 49는 개발된 시스템의 주 화면으로 정상인이 머리를 roll 축으로 좌우로 

기울임에 의해 회전 안구 운동을 유발하였을 때 발현되는 안구 운동을 수평, 수직, 

회전 운동과 안구의 직경을 측정한 결과이다.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세 번째 행

의 수직 축에서 양의 값은 반 시계 방향의 안구 회전 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음 4초간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회전하였을 때 고개의 돌림과 반대 방향인 반 

시계 방향으로 안구가 회전함을 알 수 있다.   시야를 고정하고 안구 회전 운동을 

하였을 때도 수평과 수직 안구 운동과 회전 안구 운동이 함께 관측되었다.   이것

은 안구의 회전 운동은 순수한 회전 운동이 아닌 내회전 (intorsion)과 외회전 

(extorsion)이 일어나는 안구 기전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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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머리를 좌우로 기울일 때 발현되는 안구 운동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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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４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직, 수평, 회전, 그리고 동공의 크기까지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3차원 안구 운동 측정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고, 측정 시스템을 효과

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안구 운동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부정확한 중점의 측정

으로 인한 회전 안구 운동의 측정 오차를 보임으로써 회전 안구 운동 측정 시 수

평, 수직 안구 위치의 정확한 측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동공의 중점은 눈꺼

풀과 속눈썹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circle fitting과 히스토

그램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그리고 동공의 크기 변화에 덜 민감한 

회전 운동 측정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특성을 분석하고 검증하면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공의 경계를 이용하여 동공의 크기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공의 

90% 이상이 보여야 한다.   동공 아래 부분만의 경계를 사용하여 동공 전체

의 반경과 위치를 추정하는 것은 동공이 이상적인 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

를 유발한다.  

2. 부채꼴 모양의 윈도우를 이용하여 정확한 동공의 중점과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부채꼴의 펴진 각도가 적어도 320° 이상은 되어야 한다. 

3. 제안한 방법으로 눈꺼풀, 속눈썹, 각막 반사 (corneal reflection), 그리고 눈 

깜박임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동공의 중심 (안구의 수평, 수직 위치)

과 크기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었다. 

4. 동공의 반경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동공이 전체의 10% 만 보여도 안구의 수

직 위치는 3 화소 (pixels) 이내의 오차로 측정이 가능하였다. 

5. 수평, 수직, 회전, 그리고 동공의 반경을 추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18 

msec로 개발된 영상 안진기로 안구 운동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였다.  

Frame 영상 대신 field 영상을 이용할 경우 60 fields/sec의 실시간 안구 

운동 측정도 가능하였다.  

6. 회전 운동 측정을 위해 홍채 전체의 패턴을 얻는 것보다 각막 반사와 눈꺼

풀에 의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홍채의 측면 영역을 얻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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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평 및 수직 해상도는 각각 0.3°, 0.4°, 그리고 회전 안구의 해상도는 0.2° 

였고, 수평, 수직, 그리고 회전 안구 운동의 측정 범위는 각각 ±35°,  ±25°, 

그리고 ±18° 였다. 

8. Polar cross-correlation 방법을 이용하여 회전 안구 운동을 측정할 경우, 

동공의 크기 변화에 따라 동공의 경계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부분의 홍

채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 고정된 반경의 홍채 패턴을 이용하는 것 보다 효

과적이었다. 

 

그 밖에도 동공의 크기 변화도 함께 측정 가능하므로 pupilometry로 활용이 

가능하며, 전용 영상 보드나 추가적인 프로세스 사용 없이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 

하에서 구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fields를 이용할 경우 시간 해상도는 60Hz까지 가능하나 단속 운동의 경우 

200Hz 이상의 샘플링 주파수가 요구되므로 단속 운동의 측정에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스템을 임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구 

운동 데이터로부터 각속도와 자극에 대한 이득,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 등

을 얻어내는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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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oculography is one of the eye-movement analysis methods used for objective 

evaluation of vestibulo-ocular reflex.  In this study, thee-dimensional videooculography 

(VOG) was developed that can measure horizontal, vertical, torsional eye movements, and the 

diameter of pupil in real time using video.  A key feature of the study is to estimate 

accurately the center of pupil and ocular torsion with being less influenced by the upper eyelid 

droop, eyelashes, corneal reflection, and eye blink.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find the 

accurate pupil center in 3-D VOG because the inaccurate pupil center causes significant errors 

on measuring torsional eye movement. 

The new algorithm was proposed to find the center of pupil which is a little influenced by 

the upper eyelid droop, eyelashes, etc.  The parameters that influence the performance were 

analyzed, and optimal conditions were chosen. The change of pupil diameter also can result in 

error for torsional eye movement.  Therefore, a new method was proposed to minimize the 

error and eliminate the usage of pilocarpine that suppresses the change of pupil siz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is and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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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upil should be seen more than 90% to accurately evaluate the diameter of pupil using 

the boundary between pupil and iris.  It can cause error in estimating the diameter and the 

center of pupil by using only the partial lower region of pupil because pupil is not an ideal 

circle. 

2. To estimate accurately the center and the diameter of pupil using an annulus window, the 

unfolded angle of the annulus window must be larger than 320 degree. 

3. The proposed method measured the center (horizontal or vertical eye movement) and 

diameter of pupil and torsional eye movement with less influenced by upper eyelid closure, 

eyelashes, corneal reflection, and eye blink. 

4. If we know the diameter of pupil, the proposed method could measure the vertical eye 

position with errors fewer than 3 pixels, even if pupil was shown only 10%. 

5. The developed VOG system measured the eye movement in real time since it took 12~18 

msec to estimate the horizontal, vertical, torsional eye movements, and the diameter of 

pupil.  In the case of using field images instead of frame images, it can also measure eye 

movement with the sampling rate of 60 fields/sec in real time. 

6. It was more effective to use the side pattern of iris than its whole pattern for avoiding 

influences of corneal reflection and eyelid droop for measurement of torsional eye 

movement. 

7. Horizontal and vertical eye positions were measured with a resolution of 0.3 and 0.4 

degree, respectively.  Torsional eye position was measured with a resolution of 0.2 degree.  

The ranges of horizontal, vertical, and torsional eye measurements were respectively ±35, 

±25, and ±18 degrees. 

8. When torsional eye movement was measured by polar cross-correlation method, it was 

more effective to use iris pattern in constant distance from the edge of pupil depending on 

the change of pupil size than to use iris pattern of fixed radius. 

 

If field images are used, the analysis with the sampling rate up to 60 fields/sec is possible.  

However, it has a limitation in measuring saccadic eye movement because it requires more 

than 200 Hz sampling rate. It requires additional data processing to obtain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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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such as angular velocity, gain, response time of stimulation, etc. to effectively use 

in clinic the develop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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