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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많은 심을 받으며 사람의 의도, 인지, 느낌 등을 정량화하여 활용하

고자 하는 연구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뇌 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활용하는 애 리 이

션을 제작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며, 실제로 연구  개발보다는 상 으로 랫폼간의 연동에 

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어 리 이션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자 

표 인 게임 개발 랫폼인 Unity3D와 뇌 신호의 실시간 수집, 처리,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는 OpenViBE

를 연결하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 OpenViBE2Unity(O2U)를 개발하 다. 개발된 

API는 두 오 소스 랫폼간의 연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함수들을 제공하며 주요 코드  사용

설명서는 Github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OpenViBE2Unity의 구조  사용법 그리

고 OpenViBE2Unity를 활용하여 개발 된 애 리 이션을 소개한다.

키워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뇌 게임, 오 바이 , 유니티

Abstract Brain-computer interface, which can quantify a person’s intention, cognition, and 

feelings, is an active research field. However, building a system that performs well is not a simple 

task, as it requires data acquisition, real-time processing, and multimodal feedback, and often neces-

sitates considerable cost in time and effort, particularly for untrained users and researchers. Thus, it 

is important to have an interface that is designed well and works with open platforms, such as 

Unity3D and OpenViBE that are used widely in BCI development and application. With this goal, we



1158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6권 제11호(2019. 11)

developed OpenViBE2Unity (O2U), a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that can be used easily for the 

development of BCI applications. This open API (available through Github) provides special functions 

that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wo popular platforms, OpenViBE and Unity3D. In this paper, we 

introduce O2U’s architecture and a step-by-step procedure for its application. Finally, we demonstrate 

one exemplary application developed under O2U.

Keywords: brain-computer interface, brain game, OpenViBE, unity

1. 서 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

는 뇌 를 통해 사람의 의도, 심  상태 등을 악하

고 이를 이용하여 애 리 이션에 반 하는 기술을 말

한다. 이 기술은 신체마비환자에게 새로운 화 채 을 

제공해주며, 게임 제작을 통해 환자의 활동 범 를 엔터

테인먼트 역으로까지 확장시켜  뿐만 아니라 일반

인들에게도 보다 인터랙티 한 사용 환경을 제공해  

수 있다. 15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출간된 책 500만 

권을 기 으로 살펴보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 Computer Interface)”라는 단어는 2000년에 들어

서며 책 속에서 상당히 자주 언 되기 시작하 음을 알 

수 있다[1]. 한 정부기 에서는 사지마비 장애인의 

16%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사용하는 시 을 

2025년으로 상된다고 보고하 다[2]. 이처럼, 데이터와 

정부기 의 자료를 바탕으로도 알 수 있듯이 재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는 커다란 심을 받으며 성장

하고 있고, 미래  가능성과 효과에 하여 기 가 

높은 기술이다. 재 기술의 진행에 있어서는 간단한 뇌

를 이용한 의도 측 등의 성능과 련한 기계학습 

기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애 리 이션 개발 

에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하거나 개발 게임의 장

르와 련된 연구까지 폭넓게 수행되고 있다[3]. 하지만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실험을 진행하거나 유용한 

애 리 이션을 개발하는 데에는 연구자들이 넘어야 할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뇌 기반 애 리 이션을 개발하

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해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 측정을 하

는 랫폼들은 여럿 존재한다. BCI2000이나 OpenViBE

같은 소 트웨어들은 다양한 장비를 지원하고, 측정  

분석 기능을 연구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 할 수 있게 

쉬운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뇌 측정에서

부터 분석된 결과 값을 이용하여 애 리 이션을 제작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의 문제이다. 물론 앞서 언 한 

소 트웨어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외부 게임엔

진, 애 리 이션 개발 엔진 등과 호환성을 이야기 하지

만, 실제로 정리된 자료는 제한 이며 개별 연구자, 개

발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가령 게임 디자인을 할 때에 주로 쓰이는 오 소스인 

Unity 3D와 뇌 신호의 실시간 수집, 필터링, 처리, 분

류,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OpenViBE 간의 통신은 소

트웨어 문지식이 없는 개별 연구자가 풀기에 쉽지 

않은 문제이다[4,5]. 연동을 한 상세한 기술문서 혹은 

개발된 소 트웨어 라이 러리를 LSL4Unity를 제외하

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측정과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Open-

ViBE와 쉬운 애 리 이션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Unity3D 

사이를 연결 짓는 인터페이스의 개발이 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제안된 다양한 

방식을 알아보고 연구 에서 개발한 오 소스 기반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 OpenViBE2-

Unity(O2U)를 소개한다.

2. 련 연구 황

뇌 를 이용한 련 연구나 뇌 기반 애 리 이션 

개발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 트웨어는 표 으로 Open-

ViBE(openvibe.inria.fr), BCI2000(www.bci2000.org) 그

리고 BioSig(biosig.sourceforge.net) 등이 있다. 그  

사용자 친화 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OpenViBE

는 코드 입력 없이 함수 박스(box)를 이용해 로그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로그래  지식이 은 

비 문가도 쉽게 활용이 가능하다[6]. 한 오 소스로 

배포되는 무료 소 트웨어라는 장 이 있어 BCI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재 OpenViBE 홈페이

지를 통해 외부 애 리 이션과의 데이터  자극

(stimulation) 송수신 방법을 몇 가지 기술하고 있는데, 

연구자  개발자들이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TCP/IP, Lab Streaming Layer(LSL), Virtual-Reality 

Peripheral Network(VRPN) 세 가지 방식을 살펴보도

록 한다[7].

2.1 TCP/IP 방식

TCP/IP는 일반 이고 많이 활용되는 네트워크 핵심 

로토콜이다. OpenViBE 홈페이지에 따르면, TCP/IP 

통신은 큰 규모의 데이터를 송할 때 효과 이다. 외부 

애 리 이션에서 OpenViBE로 정보를 송 받을 때는 

OpenViBE Acquisition server를 사용하며, 외부로 정

보를 송할 때는 OpenViBE designer의 TCP writer 

함수 박스를 사용한다[8]. OpenViBE와 외부 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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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간의 통신 방법 , TCP를 이용한 사례와 이용

황을 알아보기 해 Google Scholar 검색엔진에서 “TCP, 

OpenViBE” 키워드로 검색하 다. 그 결과, TCP/IP를 

사용하여 OpenViBE에서 외부로 뇌  데이터를 송하

여 로 을 컨트롤하는 사례를 소수 찾을 수 있었다[9,10]. 

하지만   OpenViBE와 Unity간의 통신 사례  TCP/IP

를 사용한 사례나 정리된 매뉴얼 등의 문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OpenViBE TCP Tagging 함수 박스를 이

용하 을 때에 Stimulation 신호를 가장 간단하게 통신

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TCP 서버 역할을 하는 

TCP Writer 함수 박스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특정 안정

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불안정한 박스라고 평가받고 있

다[11]. 한 가지 로, Hexa 자료형으로만 데이터를 주

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String, Raw를 쓰기 해선 

개발자가 형 변환에 신경써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2.2 Lab Streaming Layer 방식

LSL은 연구나 실험을 한 동기화  실시간 데이터 

송에 특화되어 개발된 네트워크 로토콜이며[12], 

OpenViBE designer에서 해당 함수 박스를 사용하거나 

OpenViBE Acquisition Server의 LSL Driver를 사용

함으로써 외부 애 리 이션까지 데이터 송이 이루어

지며, 반 로 외부 애 리 이션으로부터 OpenViBE 

Server로의 통신도 가능하다[13]. LSL은 C, 이썬, 자

바, C#과 같은 다양한 언어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 러

리를 제공한다. LSL의 활용 정도와 이용 사례를 살펴보

기 해 Google Scholar 검색엔진에서 “LSL, OpenViBE, 

Unity” 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 스마트워

치와 제작 벨트를 통해 수집된 심박 데이터  호흡 측

정 데이터를 OpenViBE로부터 Unity3D로 송한 사례

를 찾을 수 있었다[14].  특별히 본 개발에서 이용하는 

Unity3D와 련된 자료로는, LSL을 사용하여 Unity3D

와 외부 애 리 이션을 통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임워크인 LSL4Unity가 검색되었다. LSL4Unity는 Github

에 오 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며[15], 제와 함께 사용

자 매뉴얼이 문으로 정리된 블로그가 있다[16]. API

가 따로 개발되어 있지 않았던 VRPN 통신 방식과 사

용상 불편함이 있는 TCP/IP 방식에 비해 가장 많은 개

발자들이 LSL4Unity와 함께 사용하는 통신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SL4Unity도 단 이 있는데, Open-

ViBE designer로부터 LSL로 Signal을 보내  수는 있

지만 LSL로부터 OpenViBE acquisition server로 보내

는 안 외에 LSL로부터 OpenViBE designer로 Sti-

mulation을 직  보내주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

2.3 VRPN 방식

VRPN은 본 연구 랫폼인 O2U에서 사용되는 통신 

로토콜이다. Virtual Reality(VR) 장비들에 특화된 네

트워크 신호인 Analog와 Button 신호를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여, OpenViBE Signal과 Stimulation 신호를 

달하는 매개체로 사용한다. 다른 통신 방식과 같이 Open-

ViBE designer에서 제공하는 VRPN Analog Server, 

VRPN Button Server 함수박스를 활용하여 통신을 완

성한다[17]. 앞의 다른 로토콜 검색과 마찬가지로 구

 스칼라 검색엔진에서“VRPN, OpenViBE, Unity” 키

워드로 검색되는 몇 논문을 살펴보면, VRPN을 사용하

여 OpenViBE와 Unity간의 연결  통신을 해서는 

UIVA(Unity Indie VRPN Adapter)라는 소켓 기반 미

들웨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뇌 컴

퓨터 인터페이스 연구를 한 컴퓨터 게임을 VRPN- 

UIVA-Unity3D 체계를 사용하여 개발한 연구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18-19]. 하지만 VRPN을 이용한 통신 

한 국문으로 정리된 자료의 부재로 국내 이용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표 화 된 매뉴얼  련 자료 검

색이 쉽지 않아 비 문가의 개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

을 알 수 있다.

3. OpenViBE-UIVA-Unity3D 시스템[20]

OpenViBE와 Unity간 다양한 통신 방법들 에 O2U

는 VRPN을 기반으로 UIVA를 미들웨어로 사용하는 

API이다. O2U는 UIVA에 라이 러리 형식으로 사용하

지 않고 UIVA 오 소스 자체를 재구성하여 제공한다. 

한, O2U가 아닌 기존 UIVA로는 OpenViBE-UIVA- 

Unity3D 통신이 불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기존 UIVA와 

O2U의 차이   O2U의 사용을 다루기 이 에 필수

으로 다루어져야 할 OpenViBE-UIVA(O2U)-Unity3D 

각각 오 소스에 해서 알아보고, 그 후 통신 과정에 

해 기술한다.

3.1 오 소스 소개  활용

OpenViBE, UIVA(O2U), Unity 총 3개의 오 소스

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UIVA는 VRPN(가상 실 주

변 장치 네트워크)[20]과 Unity3D를 소켓을 통해 통신

이 가능하도록 한다. 본 시스템 내에서는 OpenViBE와 

Unity3D 간 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VRPN은 응용 로

그램의 가상 실 주변 장치에 근하기 한 독립 인 

네트워크 기반 인터페이스로 Kinect, Wiimote, WiiFit, 

BPack과 같은 가상 실 입력 장치들을 가상 실 애

리 이션에 용하는 데에 목 을 둔다. OpenViBE에서 

VRPN을 지원하며, UIVA가 VRPN client와 Unity와의 

통신을 지원하기에 VRPN을 뇌  신호 달을 포함한 

OpenViBE와 Unity3D간의 통신에 이용할 수 있다.

3.2 뇌  데이터의 통신 과정  양방향 통신

그림 1은 OpenViBE-UIVA-Unity3D 시스템으로 뇌

 측정을 한 뇌 도 장비로부터 뇌  게임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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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2U를 통한 뇌 도 장비에서 Unity3D까지 통

신과정 개념도

Fig. 1 O2U Communication flow from EEG device to 

Unity3D

까지 뇌  데이터 통신을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뇌 도 

장비를 통해 측정된 뇌  신호는 Aquisition Server, 

Client 함수 박스를 시작으로 OpenViBE로 들어오게 되

며   처리 단계로써 OpenViBE 내의 함수 박스를 이

용하여 채   주 수 역 선택을 통한 시공간  정

보로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후 연구 방향에 맞게 

뇌  원 신호를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이썬 스크립트

를 통해 추출하는 것, Unity3D로부터 입력받은 Stimu-

lation 신호를 통해 이썬 내 조건문으로 상황에 따른 

뇌  처리 과정 구분 한 가능하다. 이후 VRPN을 통

해  UIVA_Server와 통신하게 된다.

더 나아가 VRPN, UIVA, 그리고 애 리 이션인 Unity3D

와의 통신은 정방향, 역방향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

하다. VRPN에서 입력 장치의 활용을 해 출력 신호로 

제공하는 Analog, Button신호를 활용하여 뇌  게임에 

용이 가능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한다. Analog와 Button 

신호는 조이스틱의 버의 데이터를 Analog신호로 달 

받고, 버튼의 데이터를 Button신호로 달하는 것을 지

원하기 해 만들어진 신호이다. Analog형 신호는 실시

간으로 정수형 데이터를 보낼 수 있으며, Button형 신호

는 일시 으로  불린 자료형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특

징을 가진다. 이 특징을 활용하여 OpenViBE에서 Analog 

신호로 실시간으로 뇌  신호를 OpenViBE에서 Unity3D

로 정방향 통신으로 받아오고, Button형 신호를 Unity3D

에서 OpenViBE로 역방향으로 보내어 게임 상태나 이벤

트를 어주는 형식으로 쓰이거나, 는 이 신호들이 

이썬 스크립트 내에서 신호처리 조건 인자로도 쓸 수 있

도록 OpenViBE VRPN Server가 지원한다.

4. 개발내용  O2U 소개[20]

UIVA의 본래 목 은 모션 트래커, 조이스틱과 같은 

입력 장치의 서버를 가상 실 애 리 이션이 아닌 

Unity와 통신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오 소스이다. 그

러므로 OpenViBE-UIVA-Unity3D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서는 기존 UIVA_Server에서 입력 데이터로 지원

해주는 가상 실 입력 장치들의 서버의 데이터가 아닌, 

OpenViBE의 Signal과 Stimulation 신호로 할당되는 

OpenViBE VRPN Server의 Analog, Button신호를 입

력 데이터로 받아서 통신해야 한다. 이를 해 UIVA_ 

Server와 UIVA_Client의 코드를 모두 수정해야 하는 

일은 매우 번거롭다. OpenViBE2Unity(이하:O2U)는 기

존의 UIVA를  OpenViBE VRPN Server 데이터를 지

원해주도록 UIVA_Server, UIVA_Client함수를 재구성

하여 OpenViBE Signal과 Stimulation 입력 데이터 통

신에 최 화된 API로 제공한다.

4.1 기존 UIVA와 OpenViBE2Unity

그림 2는 기존 UIVA에서 지원하는 VRPN Server에

서 Unity3D까지의 통신과 O2U에서의 동일한 통신과정

을 보여 다. 기존의 UIVA_Server는 각각 가상 실 장

비의 필요한 입력 데이터에 따라 Tracker, Analog, Button 

신호를 혼합하여 VRPN서버와 통신한다. 를 들어, 

Kinect라는 모션 인식 장비를 해 Tracker신호를 통

해 통신하며, Wiimote라는 일종의 조이스틱을 해서는 

Analog와 Button신호를 둘 다 사용하여 통신한다.  

각각의 장비에 필요한 신호들은 장비 별로 UIVA_Client 

함수들을 통해 통신을 요청할 수 있다. GetKinectJoint-

Data()와 같은 UIVA_Client 함수를 Unity3D C# 스크

립트에서 사용하면, UIVA 내에서 “Kinect?”라는 문자

열 명령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통해 Kinect 장비에 

필요한 Tracker신호를 Kinect로 부터 C# 소켓을 통해 

Unity3D로 받아들이거나 보내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OpenViBE의 VRPN서버와 통신하기 해서는 An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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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IVA에서의 VRPN과 Unity3D 간 통신(상), O2U에서의 VRPN과 Unity3D 간 통신(하)

Fig. 2 Communication between VRPN and Unity3D in UIVA (top) and O2U (bottom)

Button 신호만이 필요하며, 이 한 OpenViBE Analog 

Server, OpenViBE Button Server와 각각 통신해야 한다. 

O2U는 이를 해 UIVA_Server를 Analog, Button신호의 

통신을 GetOpenvibeAnalog(), GetOpenvibeButton(), 

PutOpenvibeButton() 3가지에 맞추어 OpenViBE VRPN 

Server와 통신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 으며, UIVA_ 

Client함수의 이름  기능, Unity3D에서 UIVA로 요청

되는 문자열 명령 한 OpenViBE VRPN Server와 통

신이 가능하도록 “GetOpenvibeAnalog?”와 같은 형태

로 변경하 다.

4.2 O2U를 한 OpenViBE 시나리오

O2U가 제공하는 Guide 시나리오는 이썬 스크립트

를 활용하지 않으며 OpenViBE와 UIVA만 통신하는 3

가지 경우와 이썬 스크립트를 활용하며 OpenViBE& 

UIVA가 통신하는 4가지 경우를 제공한다. 이썬 스크

립트를 활용하지 않는 Guide 시나리오들은 Analog, 

Button신호를 정역방향으로  수 있는 필수 인 함수 

박스들로만 구성된다. 뇌 도 장비에서 측정된 뇌  원 

신호를 OpenViBE로부터 Unity3D까지 Analog신호를 

달하는 OpenvibeToUnityAnalog, OpenViBE로부터 

Unity3D까지 Button신호를 달하는 OpenvibeToUnity-

Button, Unity3D로부터 OpenViBE까지 Button신호를 

달하는 UnityToOpenvibeButton까지 3가지 시나리오

들에 해당한다.  이썬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Guide 시나

리오들은 뇌 도 장비에서 측정된 뇌  신호를 이썬 

스크립트로 처리 후 Analog 신호로 OpenViBE로부터 

Unity3D까지 송하는 SimpleSignalProcessing, 2기의 

뇌 도 장비 측정된 뇌  신호를 이썬 스크립트 처리 

후 2개의 Analog신호를 독립 으로 OpenViBE로부터 

Unity3D까지 송해주는 SimpleSignalProcessingMulti, 

뇌 도 장비에서 측정된 뇌  원 신호를 OpenViBE내

에서 이썬 스크립트 처리 후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기를 생성해주는 Training, 뇌 도 장비를 통해 측

정된 뇌  원 신호가 Training을 통해 생성된 분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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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2U Guide 시나리오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

Table 1 Scripts in O2U guide scenario

Communication Script Signal type Direction Unity3D Interface

OpenViBE

&

UIVA

OpenvibeToUnityAnalog Analog Forward GetOpenvibeAnalog()

OpenvibeToUnityButton Button Forward GetOpenvibeButton()

UnityToOpenvibeButton Button Reverse PutOpenvibeButton()

OpenViBE

&

Python

&

UIVA

SimpleSignalProcessing Analog Forward GetOpenvibeAnalog()

SimpleSignalProcessingMulti Analog Forward GetOpenvibeAnalog()

Training Analog Forward GetOpenvibeAnalog()

Playing Analog Forward GetOpenvibeAnalog()

의해 분류된 후 Unity3D로 송하는 Playing이 있다. 

이썬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Guide 시나리오는 Analog, 

Button의 사용에만 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썬 

스크립트 함수 박스를 이용하여 입력을 추가하거나 학

습을 통하여 분류기를 생성 후, 이를 바탕으로 뇌  신

호를 분류하거나 하여 O2U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시

한다. 표 1을 통해,  설명이 정리되어 있으며 Unity3D

에서 사용하는 UIVA_Client의 함수들 한 명시되어 

있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실행하기 한 제약 조건과 과

정은 O2U development guide[20]에서 참고 가능하다.

4.3 Unity3D 내 O2U 함수 사용법

Unity3D 내 C# 스크립트에서 UIVA_Client Interface

를 어떻게 용할지 설명한다. 그림 3의 expample1.cs는 

UIVA_Client의 인스턴스 생성한 스크립트가 되며, exmaple2. 

cs는 인스턴스 생성된 변수인 theClient를 참조해서 사용

하는 스크립트이다. O2U를 사용하기 해 example1.cs

에서 start() 메서드에 UIVA_Server의 아이피 주소를

그림 3 Unity3D Interface 사용 제

Fig. 3 Example code for Unity3D

인자로 넣고 정의해  다음, Start() 는 Update() 메

서드 내에서 필요한 경우 UIVA_Client에서 참조해서 

쓰면 된다. UIVA_Client가 정의된 스크립트가 아닌, 다

른 스크립트에서 UIVA_Client 함수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엔 example2.cs의 start() 함수 외에 동일하게 구성해

주면 된다. 인자에 한 자세한 설명은 O2U development 

guide[19]에서 참고 가능하다.

4.4 O2U 실행 순서

O2U는 미들웨어인 UIVA를 포함하여 3가지 오 소

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API이기 때문에, 실행 순서를 지

키는 것이 요하다. 크게 OpenViBE, UIVA 통신 그리

고 Unity 애 리 이션 실행으로 나뉜다.

단계 1) OpenViBE 설정  실행

･측정 장비와 련된 라미터 수정  장비 연동을 한 

OpenViBE-acquisition-server.cmd 실행

･시나리오를 한 OpenViBE-designer.cmd를 실행

･ OpenViBE designer 내에서 ‘File->Open’ 메뉴를 이

용하여 필요한 시나리오 일 열기

OpenViBE acquisition server 설정을 완료하고 Play 

Button을 른 후에 OpenViBE designer에서 재 시

나리오 일 설정을 완료 후 실행

단계 2) UIVA 실행  통신확인

･UIVA_server.exe를 실행한 후, ‘VRPN Connection 

completed!’ 메시지 확인

단계 3) Unity 애 리 이션 실행

다수의 일들을 열어야 하기에, 바로가기를 통해 한 

폴더에 필요한 오 소스들을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5. O2U를 활용한 개발사례, MindCar

그림 4에 보이는 MindCar는 BCI 방법  수동  방

식(Passive BCI)을 사용한 게임으로[21-23], 사용자의 

뇌   Beta 의 워 값을 정량화 하여 자동차 속력

을 조 하는 게임이다. MindCar는 사용자의 뇌 를 시

스템에 반 하거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뇌 를 

자가 조 하도록 하는 뉴로피드백 연구를 목 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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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indCar 경쟁 모드 실행 화면

Fig. 4 Competition mode in MindCar

그림 5 개인 모드 시나리오

Fig. 5 A game scenario for One player mode

되었으며, 뇌   Beta 워 값이 집 력과 비례한다

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Beta 워 값을 자동차 속력 

값으로 사용했다[24]. 재는 Beta 워 값을 사용하여 

집 력을 향상시키기 한 게임이지만 연구자가 손쉽게 

뇌 정보를 바꾸어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MindCar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O2U를 이용하여 Open-

ViBE에서 Unity3d로 데이터를 송하는 정방향 통신과 

Unity3d에서 OpenViBE로 데이터를 송하는 역방향 

통신을 수행한다. Unity3d에서 모드와 게임종료를 의미

하는 버튼 신호가 OpenViBE로 송되고, 거꾸로 

OpenViBE를 통해 수집된 뇌  데이터가 ‘Band pass 

filter’ 박스를 이용한 주 수 분류 설정을 통해 베타

로 분류된 뒤 수치화되어 Unity3d로 송된다. 그림 5

는 MindCar에서 사용하는 여러 OpenViBE designer 

시나리오  하나이며, 이는 O2U에서  제공하는 ‘Playing’ 

시나리오를 수정한 것이다. 사용자는 O2U를 통해 계속

해서 변하는 뇌  정보를 송하여 실시간으로 속도가 

변하는 자동차 게임을 즐길 수 있다.

6. 결 론

BCI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과 동시에 연구자들은 Flash, 

Video game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게임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25-27]. 특히 3D와 2D 게임의 확장성의 측면으로 

볼 때에 가장 사용하기 쉽고 확장성이 높은 Unity3D를 

이용하면 뇌  게임 개발의 질  향상을 기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BCI 연구에서 범

용 으로 활용되는 OpenViBE와 Unity3D를 연결하는 

오 소스기반 API O2U를 소개하 다. 상 으로 뇌

를 이용한 애 리 이션 제작이 쉽지 않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쉬운 개발도구를 제공하는 O2U로 

인하여 이러한 개발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이로 인

하여 기존에 수행하기 힘들었던 다수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하이퍼스캐닝)이나 서로 다른 다양한 장비를 한꺼

번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하이 리드 연구 등 연구의 범

를 확장하여 련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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