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ssion Ⅵ-A : 토목&건축콘텐츠/보건콘텐츠/모바일콘텐츠/영화콘텐츠 133

I. 서론

  영상처리 및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이해
하고 해석하려는 많은 시도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
히 침입탐지 및 보안, 사회안전망 등의 기술 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많은 응용시스템
들이 상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 분야와 같은 영역에
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특
히 영상분석 기술과 아동심리학 등의 분야에서의 학문적 
융합을 이룬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ADHD와 같은 발달 
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
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
은 상태로,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
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반적 발달 지
연(global developmental delay)은 대운동(gross motor), 
미세운동(fine motor)과 인지, 언어, 사회성과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이 지연된 경우로 정의한다[1]. 이러한 장
애를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로는 
[2,3,4] 등이 있으나,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며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발달 및 인지 심리학적 요소
들을 영상분석 기술과 함께 적용하였다.

Ⅱ. 동작 분석시스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하기 
어렵고, 지적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따라서 선생님
의 말을 듣고 있다가도 다른 소리가 나면 금방 그 곳으
로 시선이 옮겨가고, 시험을 보더라도 문제를 끝까지 읽

지 않고 문제를 풀다 틀리는 등 한 곳에 오래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 ADHD 아동들은 허락 없이 자리에
서 일어나고, 뛰어다니고, 팔과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
는 등 활동 수준이 높다.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말이나 행동이 많고, 규율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급하게 행동하려는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 및 행동학적 특징들을 이용하여 영상
을 취득하여 행위를 인식하고 각각의 행위들에 대한 특
징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 그림 1. 기본 프로세스

  본 논문에서는 장애아동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심리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혼합 실루엣 추출 
기법(HSE: Hybrid Silhouette Extraction)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대상자의 윤곽선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법으
로 시간에 따른 차이를 추출하는 것으로 동적환경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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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인식하는 기술은 활용가치가 매우 높아 보안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영상을 이용한 감정인식의 방법은 인간의 감정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대상자의 움직임을 이용한 감정 및 

심리상태 인식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행위와 심리상태를 인식하는 분야에 적용하고 있

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 개발된 선행 기술을 바탕으로 ADHS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의 감정 

및 심리상태 분석을 위한 어린이의 움직임 특징 추출 기법과 패턴 분석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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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 되어 있어 배경의 움직임을 인식하는데 매우 유용
하나 모든 특징점 픽셀애서 추출되어 성능의 저하가 발
생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는 움직임 영역 모델과 누락 실루엣 정보 보상법
을 이용하여 단점을 보완하였다. 특히 정확한 실루엣 정
보를 추출하기 위해 공간적 변화율과 시간적 변화율의 
적절한 합연산을 구현하였다.

▶▶ 그림 2. 영상인식 방법

Ⅲ. 실험 및 평가

  본 연구는 충북에 위치한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센터에 등록된 ADHD 장애를 지닌 어린이들을 대상
으로 실험하여 시스템에서 판단하여 제시한 결과와 실제 
담당자들이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여 정확성을 계측하였다.

Variable Mean(n=14)

Age(Average)

Gender
  Male

  Female
Level of Disability

  Grade 1
  Grade 2
  Grade 3

Number of Sibling
  0
  1
  2

Current Therapy
  Yes
  No

10.5
Percentage(%)

71.4
28.6

50.0
42.9
7.1

14.3
57.1
28.6

7.1
92.9

표 4. 실험 모집단의 특징

  그림 3은 구현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동의 동작을 인
식한 결과의 예이다.

▶▶ 그림 3. 동작인식의 예

  실험은 총 14명의 아동을 각각의 아동별로 총 10회 촬
영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4는 14명의 아동
을 10회 분석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림 4. 실험의 정확도 측정 그래프

  평균정확도는 아동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왔다. 이러
한 원인은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행위의 정도가 크거
나 작은 것이 원인으로 판명되었으나 일반적으로 각각의 
아동별로 약 62.3%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Ⅳ. 결론

  최근 영상처리 및 인식기술의 발달로 많은 분야에서 
기술의 적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까지 성공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 특히 아
동복지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ADHS 장애를 갖
고 있는 어린이의 감정 및 심리상태 분석을 위한 어린이
의 움직임 특징 추출 기법과 패턴 분석 기법을 제안하였
다. 구현한 시스템을 실험한 결과 특수교사들로부터 결
과를 평가받은 결과 대체로 만족하다는 평을 들었다. 그
러한 심리학적 요소의 정량화된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하는데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향후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적 경험 자료들을 정량
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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