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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slippage of the video-nystagmography devices causes motion 
artifacts in the trajectory of the pupil and thus results in distortion in the 
nystagmus waveform. In this study, the moving average was proposed to reduce 
slippage-induced motion artifacts from the real-world data obtained in the field.
Methods: The dataset consists of an infrared video of positional tests performed 
on eight patients with a lateral semicircular canal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The trajectories of the pupil were obtained from the video with binarization, 
morphological operation, and elliptical fitting algorithm. The acquired data was 
observed and the section where the slippage occurred was labeled by an otolaryn-
gologist. The moving average with windows of various lengths was calculated 
and subtracted from the original signal and evaluated to find the most adequate 
parameter to reduce the motion artifact.
Results: The period of nystagmus in the given data was found to be ranged from 
0.01 to 4 seconds. The slippages that appeared in the data can be categorized 
into fast and slow slippages. The length, distance, and speed of trajectories in 
the slippage ranges were also measure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tion 
artifact in video-nystagmography data. The shape of the nystagmus waveform was 
preserved, and the motion artifacts were reduced in both types of slippages when 
the length of the window in moving average was set to 1 second.
Conclusions: The algorithm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minimize errors 
caused by slippage when developing a diagnostic algorithm that can assist clin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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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지럼증은 미국에서 연간 560만 명이 이 증상으로 인

해 병원을 방문하는 흔한 증상이며, 이 중 17%에서 47%는 

양성돌발성두위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진단을 받는다[1]. BPPV는 비자발성의 주기적 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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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인 안진의 양상을 관찰하여 진단할 수 있는데[2], 
BPPV 안진은 검사자가 피검사자의 자세를 변경하여 전

정안반사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유발할 수 있다. 빠른 주

기와 원래 위치로 복귀하는 느린 주기를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는 안진은 세반고리관의 이석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일어나며 이는 수평안진, 수직안진, 회선안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안진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 방법에는 안전위도와 비디오안구운동검사, 공막탐

지코일법 등이 있다[3]. 이 중 비디오안구운동검사는 적

외선 카메라로 눈을 관찰하기 때문에 비침습적이고 피검

사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4]. 
그러나 검사를 통해 얻은 안진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진

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지러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훈

련을 받은 전문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지

러움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전문의 수가 부족한 현실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진영상에 대한 

자동화된 진단이 필요하다. 최근 영상 처리 기술과 머신 

러닝의 발달로 인하여 안구 촬영 영상을 이용한 안진 진

단 자동화의 시도로, 영상이나 영상 처리 기술을 사용하

여 눈의 위치를 탐지한 결과를 입력하여, 안진이 발생한 

구간을 탐지하거나 BPPV의 종류를 분류하는 연구가 있

었다[5-9].
본 연구에서는 안진 영상에 대한 진단의 자동화를 위

해 적외선 영상에서 동공을 추적하여 궤적을 얻었다. 하
지만 비디오안구운동검사를 시행할 때는 안진기의 무거

운 무게로 자발적으로 미끄러지거나 높은 속도로 자세를 

변경하면서 미끄러짐이 발생한다[10-13]. 이러한 미끄러

짐은 안진 영상에서 추적한 동공의 궤적에 동잡음을 유발

한다. 기존에는 진단 단계에서 미끄러짐을 예방하고 결과 

해석 시 유의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14,15], 신호 처리의 

관점에서 동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

구에서는 현장에서 검사를 시행할 때 얻은 실제 데이터에

서 미끄러짐으로 유발된 동잡음을 제거하고 안진 신호를 

분리하기 위하여 이동평균법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미

끄러짐으로 인한 동잡음만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데이터셋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생명윤리심의위

원회의 승인(No. CR319082)을 받고 모든 실험 대상자로부

터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데

이터셋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후향적

으로 얻은 8개의 비디오안구운동검사 적외선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는 8명의 가쪽반고리관 BPPV 환자를 

대상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시행하였다. 안진 방향은 

모두 향지성 수평안진(geotropic nystagmus)으로 나타났고, 
8명 중 7명이 왼쪽 방향, 1명이 오른쪽 방향이었다. 안진

기(Easy-Eyes, SLMED, Seoul, Korea)의 무게는 330 g이고 촬

영된 동영상의 해상도는 640×480 pixels (px)이며 초당 프

레임 수는 30 frames per second (fps)이다. 화면은 오른쪽과 

왼쪽 눈을 비추는 적외선 카메라 영상, 의사와 환자의 전

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환자 동영상에서 앉은 자세에서의 자발안진 검사(spon-
taneous nystagmus test), Dix-Hallpike 검사, 앙와위 머리회전 

검사(supine roll test), 머리흔듦 검사(head-shaking test), 고개 

숙임-젖힘 검사(bow and lean test)에 따른 안진을 포함하였

다. 미끄러짐 동잡음을 분석하기 위해서 획득한 데이터를 

관찰하여 미끄러짐이 발생한 구간을 2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표시하였다.

2. 동공 추적

비디오안구운동검사 영상에서 동공의 궤적을 구해 분

석하기 위하여 동공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동공 추

적 알고리즘은 영상을 이진화한 후 모폴로지 연산(mor-
phological operation)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타원 근사

하여 동공의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먼저 각 눈의 위치 정보를 분리하여 얻기 위해서 프레

임마다 양 눈을 비추는 영역을 나누었다. 영상에서 동공

은 홍채와 공막 등 눈과 그 주위의 다른 요소보다 명도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진화를 통해 화면에서 어

두운 부분을 구했다. 이진화 영상에서는 동공이 아닌 속

눈썹이나 아이라인, 좌우를 표시하는 문자 등 여러 잡음

이 포함되어 있다. 비디오안구운동검사 장비는 외부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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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ocess of pupil tracking algorithm. (A) The original image. (B) The binarized image. (C) The connected component with
the largest area in B was selected. (D) Morphological operation of C. (E) The largest contour in D was selected. (F) The result of
ellipse fitting, the larger ellipse depicts the estimated ellipse from E and the smaller circle depicts the center of the estimated ellipse.

을 차단하는 암시야를 제공하여 동공의 크기가 큰 경향이 

있으므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진화 영상에서 연결

된 요소(connected components) 중 가장 큰 영역을 동공이

라 가정하여 선택했다. 잡음이 선택된 영역에 위치하면 

포함될 수 있어 모폴로지 연산을 통해 처리했다. 동공은 

타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원형의 커널을 사용하

여 팽창과 침식을 적용해 빈 곳이나 뾰족한 형태의 잡음

을 제거했다. 적외선 카메라의 광원이 동공에 반사되면 

밝은 영역을 생성하여 이진화 시 모폴로지 연산으로 처리

하기 어려운 큰 공간이 생성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영상의 모든 윤곽을 구해 가장 영역이 큰 윤곽을 선택했다.
동공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된 영역의 무게중심

을 사용하면 동공이 눈꺼풀에 가려졌을 때 중심이 왜곡되

는 단점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타원 근사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선택된 영역을 타원 근사하고 그 중심을 동

공의 위치로 지정했다[16].

3. 동잡음 제거

동공 추적 알고리즘을 통해 획득한 동공의 궤적에서 

동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이동평균법을 도입했다(Fig. 2). 

이동평균법은 사용자가 선택한 길이의 구간에서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안진 신호의 전처리로도 사용하는 알

고리즘이다[17]. 이동평균법은 비주기적인 신호에서 적응

하는 특성이 있어, 비주기적이고 낮은 주파수를 가진 비

디오안구운동검사의 동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장 적합한 파라미터를 찾기 위

하여 0.3초, 0.7초, 1초, 2초, 3초, 4초, 5초, 10초, 15초의 

윈도우를 가진 이동평균을 계산하고, 원신호와의 차를 구

하여 동잡음을 제거했다. 이동평균 계산과 동잡음 제거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구했다.

 
 

   

  



  

이때 MA(t)는 동공의 궤적 x(t)의 이동평균이고, w는 이

동평균의 파라미터 윈도우의 길이이며, x ̂(t)는 동잡음을 

제거한 동공의 궤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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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 overview of the motion 
artifact reduction algorithm. The 
trajectory of the pupil was acquired
through the pupil tracking algo-
rithm from the video-nystagmog-
raphy data, the moving averag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set window
length, and the difference from the
original signal was obtained to de-
rive the result.

결    과

1. 안진 파형 및 동잡음 신호 분석

동공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획득한 동공 궤적에서 

나타나는 안진 파형을 분석했다. 안진 파형은 8개의 모든 

데이터에서 나타났으며, 파형의 주기는 0.01초에서 4초까

지로 넓은 범위를 보였다. 
안진기에서 발생하는 동잡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영상에서 나타나는 동잡음의 특징을 분석했다. 영상에

서 나타나는 동잡음의 종류는 짧은 시간 내에 위치가 빠

르게 변화하는 빠른 동잡음과 긴 시간 동안 위치가 느리

게 변화하는 느린 동잡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빠른 동

잡음은 높은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안진을 포함하지 않

았고, 느린 동잡음은 낮은 속도로 이동하여 안진을 포함

하고 있는 경우가 잦았다. 잡음의 원인에는 기기의 무게

에 의한 움직임과 피검사자의 시선 변경 등 자발적인 원

인과, 검사자의 기기 위치 조정과 카메라 조정 등 비자발

적인 원인이 있었다. 이 중 피검사자의 시선 변경을 제외

하고 화면이 움직여 영상에서 눈의 위치가 변화하는 잡음

을 미끄러짐이라 정의하고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표시한 미끄러짐 구

간에서 나타나는 잡음을 분석했다. 표시된 잡음 구간은 

총 18회였으며, 8개의 데이터에서 모두 발견되었고, Dix- 
Hallpike 검사에서 13회, 앙와위 머리회전 검사에서 4회, 
머리흔듦 검사에서 1회 나타났다. 오른쪽과 왼쪽 눈의 데

이터를 분리하여 미끄러짐 구간의 길이, 이동 거리, 이동 

속도를 확인했다(Table 1). 길이의 평균은 16.1±8.2초(범위, 
4–35초), 이동 거리의 평균은 70.7±36.1 px (범위, 11.4–
148.5 px), 이동 속도의 평균은 5.9±5.7 px/sec (범위, 0.6–
25.0 px/sec)로 나타났다.

2. 동잡음 제거

동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이동평균의 최적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0.3초, 0.7초, 1초, 2초, 3초, 4초, 5초, 10초, 
15초의 윈도우를 가진 이동평균을 구하고 원신호와의 차

를 구했으며 분석 시에는 x축 신호를 사용하였다. 길이가 

10초 이상이고 속도가 20 px/sec 이하인 느린 동잡음에서

는 윈도우의 길이가 1초 이상일 때 안진 파형이 왜곡되지 

않았으며 윈도우의 길이가 3초 이하일 때 동잡음이 제거

되어 신호가 평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Fig. 3). 길이가 
1초 이하이고 속도가 300 px/sec 이상인 빠른 동잡음에서

는 윈도우의 길이가 0.3초 이상일 때 안진 파형이 왜곡되

지 않았으며 윈도우의 길이가 1초 이하일 때 동잡음이 제

거되어 파형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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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uration, distance, and velocity of the labeled slippage 
section (n=18) 

Parameters Data p-value
Duration (sec) 16.1±8.2 (4–35)
Distance (px)

X-axis 52.2±39.3 (3–143) 0.04
Y-axis 35.1±28.8 (1–87)
Total 70.7±36.1 (11.4–148.5)

Velocity (px/sec)
X-axis 4.4±5.0 (‒23.5) 0.07
Y-axis 2.9±3.8 (0.1–21.0)
Total 5.9±5.7 (0.6–25.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px, pixel.
The distance and velocity of the x-axis and the y-axis direction
were calculated separately, and the total was obtained using the
L2 norm. The average of distance and velocity was 1.5 times
higher in the x-axis than the y-axis, and the maximum value of
distance was 1.6 times higher in the x-axis than the y-axis and 
the maximum value of velocity was similar. Wilcoxon signed rank
test to determine whether the sliding distance in the y-axis was 
smaller than in the x-axis had a p-value less than 0.05. The test
to determine whether the sliding velocity in the y-axis was lower
than in the x-axis had a p-value less than 0.1.

Fig. 3. Examples of x-axis pupil trajectory of the slow slippage (A) and the fast slippage (B) appear in the slippage section. The 
first column is the original signal of each slippage, and the second to the fourth column is the result of the slippage reduction algorithm
with windows of 0.3, 1, and 4 seconds, respectively. The orange box indicates the best output of the slippage reduction results.

고    찰

BPPV에서 나타나는 안진은 비디오안구운동검사의 

적외선 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안진검사를 시

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진단 지표로 

사용되는 안진은 짧은 기간에 짧은 주기로 나타나기 때문

에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의 진단은 어렵다. 향후 급증

하는 어지러움 환자에 대한 전문의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

해 딥러닝 안진 분석, 혹은 자동화된 안진 분석 프로그램

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진 영상을 정확하게 분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공의 중심을 정확하게 찾아야 하는

데, 동공의 중심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여러가지

가 있다. 눈썹 혹은 짙은 화장 때문에 동공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나, 안진기의 미끄러짐에 의해 동공의 중심이 

바뀌는 경우가 안진 영상을 자동화하여 판단하는 데 어려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안진 신호에 대한 연구나 

안진기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려는 연구가 있었지만, 안진 

신호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잡음을 신호 처

리의 관점으로 접근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

디오안구운동검사 영상에서 동공의 추적을 통해 궤적 신

호를 획득하고, 신호에서 나타나는 안진 파형의 특성과 

미끄러짐으로 비롯된 동잡음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잡음 제거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미끄러짐으로 인한 동잡음을 개선하고자 시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서 나타난 안진 파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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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초에서 4초로, 이는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주기와 유

사했다[18]. 이비인후과 전문가가 표시한 미끄러짐 구간

의 길이, 이동 거리, 이동 속도를 계산했을 때 이동 거리

와 이동 속도의 평균은 모두 x축이 y축보다 1.5배 높게 

나타났으며 최댓값은 이동 거리에서는 x축이 y축보다 1.6
배 높고 이동 속도에서는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끄러짐 구간에서 x축보다 y축의 이동거리가 작은지 확

인하기 위하여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시행하였고, 유
의수준 0.05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미끄러짐 구간의 x축

보다 y축의 이동 속도가 낮은지 검정하였을 때 유의수준 

0.1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동공이 미끄러짐 구간에

서 x축 방향으로 더 많이 이동함을 의미하며, 미끄러짐이 

x축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하였다. 구간의 길이

는 최소 4초에서 35초로 나타났으나 하나의 구간 내에서 

2회 이상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쪽반고리관 BPPV의 안진은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고

[19] 미끄러짐 구간 분석에서 x축에서 미끄러짐이 우세하

게 나타났으므로 x축 신호를 사용하여 동잡음 제거를 진

행하였다. 빠른 동잡음과 느린 동잡음의 특성이 다르므로 

두 종류의 신호에서 0.3초에서 15초 사이의 윈도우를 설

정한 이동평균을 제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하였

다. 빠른 동잡음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윈도우를 사용했

을 때 결과가 우수했으며 느린 동잡음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윈도우를 사용했을 때 결과가 우수했다. 이는 빠른 동

잡음이 느린 동잡음보다 작용하는 구간의 길이가 짧은 경

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동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파라미

터는 1초 부근이므로 1초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PPV 진단의 자동화를 위하여 비디오

안구운동검사 적외선 영상에서 동공 중심 추적을 통해 안

진 궤적을 추출하고, 안진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끄

러짐으로 유발된 동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동평균법

을 사용한 동잡음 제거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획득한 데

이터에서 진단 시 빠른 속도로 자세를 변경할 때 발생하

는 빠른 동잡음과 고글의 무게에 의한 느린 동잡음을 발

견하였으며, 두 종류의 동잡음을 모두 제거하기 위한 최

적의 파라미터를 찾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했을 때 해당 파라미터보다 짧은 길이의 

동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주기가 긴 안진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또한 동공의 궤적에서 환자의 수의

적 눈의 움직임이나 체위 변환 중 발생하는 움직임과 같

이 미끄러짐 외에 발생하는 잡음까지 탐지되기 때문에 이

러한 잡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주기의 안진을 

보존하고 모든 종류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진 파

형과 안진기에서 나타나는 잡음의 특징을 더 자세히 분석

하고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추가적인 알고리즘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상군이 없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데이터

를 보강하여 두 집단 간의 미끄러짐의 양상과 알고리즘 

적용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향후 비디오안구운동검사의 영

상에서 동공의 위치를 데이터화하고 진단 보조 알고리즘

을 개발하면, 미끄러짐의 발생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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