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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사소통이 힘든 사람을 상으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사람의 감정을 악하여 그에 맞는 감정에 

처를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다.

1. 서론

 세계 으로 의사소통이 힘든 아기나 장애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못할 뿐 분명히 언어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표 하고 

있습니다. 그 에 한 가지로 사람의 체온을 통해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  14가지로 (인종에 상 없이)사

람의 감정을 표 할 수 있다는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연구

자료를 토 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을 변해

주기 해서 열화상카메라로 촬 을 통해 체온을 측정한 

후 기존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 자료와 비교를 통해 객

체의 의사소통 힘든 을 보안하여 답답함을 해소 시켜  

것입니다.

2. 본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의 감정을 악해서 그에 

맞는 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  인큐베이

터(Incubator)에 있는 아기를 로들면, 인큐베이터는 체

온유지, 습도유지, 감염 방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아기에게 최 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있습니

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는 아기는 항상 있는데 그

럴 때에 그 아기의 감정을 악하는 일은 힘듭니다. 그

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객체의 체온을 측정

함으로써 감정을 감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 으로써 객

체의 감정을 완화해  것입니다. 두 번째 로는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간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있

어도 그 당사자의 감정을 완 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한 부 별 열 감지를 통한 감정 악은 상이 인종에 상

없이 몸의 체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온에 

따른 분류를 통해 상 방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Fig 1.  Bodily maps of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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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상획득

2.2.1 얼굴 온도변화를 통한 감정변화 측정

(진명옵닉스 실험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비  방식

의 사회학정 연구에 따르면), 장난감이 손상되도록 장치되

어 있어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부러진 것 같은 느

낌을 주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의 모습을 매직 미러 

머로 찰합니다. 실험자가 아이를 혼냈을 때의 감정변화

를 보여  사진입니다. 아이의 코 부 가 온도가 증가 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부 의 온도를 측정하여 

장되어 있던 데이터와 비교를 통하여 마지막에 최종 인 

감정을 알려 니다.

Fig 2. Temperature change in face area

2.2.2 체온을 이용한 데이터 획득 알고리즘

(1)본 알고리즘에서는 객체의 부 별로 온도를 측정하여 

부 별 온도 값을 데이터화 합니다.

(2)부 별 온도 분포에 따라 감정을 나타내는 장된 데이

터와 비교를 통해서 객체의 감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3)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간호사  보호자에게 달하여 

의사소통이 힘든 객체의 정보를 제공해 니다.

(4)그 결과 완 한 의사소통이 아니더라도 상 방의 기분

을 악하여 그에 맞는 처를 할 수 있습니다.

Fig 3.  Algorithm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객체의 체온을 특

정 부 별로 측정하여 인큐베이터에있는 아기  의사소

통에 문제가 있는 상 등을 지속 , 주기 으로 상태를 

체크해서 간호사  보호자에게 정보를 달해 니다. 

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인체에 나타나는 질병들을 미리 

방 할 수 있습니다. 그 기 때문에 부가 으로 진단할 

때에도 능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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