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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명료하게 씨를 쓰는 능력은 을 통한 의사소통에 필수 이다. 한 쓰기의 기존 평가들은 수기에 

의한 채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 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의 오

라인 필기체 문자를 상처리를 통해 자의 크기와 비율, 치를 데이터화하고 정량화하여 보다 객

이고 정확하게 쓰기 수행을 평가하고 기 을 확립하고자 하 다. 필기체 문자 상처리 분석 결과, 

높이가 폭에 비해 약 1.2배 크며 자가 왼쪽 아래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 다. 본 연구는 향후 한 의 

필기 특징에 한 기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1. 서론

   씨쓰기는 씨를 가시화 하는 것으로 감각처리, 인

지, 운동실행이 결합된 과정이다[1]. 발음기 을 본떠서 만

든 한 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한 모아서 는 방식을 취

하고 있어 시각  도가 높다[2]. 씨쓰기에서 씨 형

태로 산출된 언어는 시각 으로 제시되기도 하고(따라 쓰

기), 심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짓기), 청각 으로 입력

되기도 한다(받아쓰기). 과제에 따라 자 표상이 생성되

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씨쓰기 산물은 시각  속성

을 갖는 자이다. 자의 시각  속성에 기반을 두는 

씨쓰기는 씨쓰기 발달에 기 단계에 강조된다. 따라서 

다른 언어능력(말하기, 듣기, 읽기)에 비해 비교  느리게 

성숙하며 형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모방하는 선수능력이 

필요하다[3]. 씨쓰기는 크기, 배열, 간격, 형태 등의 다양

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세부 요소를 포

함한 한 쓰기의 평가 방식이 개발되었지만[4] 수기 채

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채  시간이 오

래 걸리기 때문에 평가 항목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씨쓰기를 신속, 정확, 일 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개개인 평가 결과가 쓰기 장애 개입에 극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

처리를 통한 신속, 정확, 일 된 수치데이터로 정확하고 

객 인 한 쓰기 명료도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 다.

2. 본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씨 분석 시스템의 구성도는 다

음과 같다.

1. 쓰기 검사 시행

   연구 상자는 20  학생 20명(남:10명, 여:20명)으로 

모두 오른손잡이이며 신경학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으

로 선정하 다. 연구에 사용된 자극 단어는 10개의 단어이

며 등학교 국어 교과서 과에서 선택되었다. 검사자가 

평소 쓰기 습 을 유지하고 연필 사용을 지향, 지우개의 

사용을 지양하며 제시한 단어를 아래 빈 칸에 따라 쓰도

록 지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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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기 분석

   수집된 검사지는 MATLAB 2017a(Matrix laboratory, 

MathWorks)을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단어를 

ROI(Region Of Interest)로 선택하 다. ROI로 선택된 

자를 그 이 스 일로 변환하고 Otsu 이진화 처리하여 배

경부와 문자부를 분리하 다. ROI의 사이즈는 1000*1000 

픽셀로 설정하 다. 이 후 자의 height와 width의 max

값과 min값을 이용해 박스 형식으로 데이터를 측정한 후 

크기와 크기비율, 앙에서의 치정렬 데이터를 추출하

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처리를 통한 수치데이터로 한 쓰

기의 명료도 측정 방법을 제안하 다. 자의 크기를 높이

와 폭의 비율로 나타내었을 때(그림 2) 0.8에서 1.6까지 

체의 75%를 차지하 고 1.1에서 1.2사이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한 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 을 때 6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음과 가로모음, 자음의 조합( : 

국)이 평균보다 1.5배 컸으며 자음과 가로, 세로모음의 조

합( : 과)은 평균보다 0.9배 작음을 알 수 있었다. 검사자

가 쓴 씨의 앙 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0을 기 으

로 검사지의 칸에서 치우친 정도를 보았을 때(그림 3) 왼

쪽 아래로 치우쳐 있었다. 본 연구는 한 은 자의 높이

가 폭보다 크며 크기비율 평균이 1.2라고 보고한 기존 논

문[5]과 일 되며 기존 연구의 확장으로 유형별 차이와 

치 정렬에서 사람마다의 분포가 다른 이유는 시작 치 차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개인의 쓰기습

과 형태가 달라지고 시작 치에 따라 칸에서 쓸 수 있

는 자의 크기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크기

비율에도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씨 쓰기

명료도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림 2) 크기비율 히스토그램

(그림 3) 치 정렬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수기 채 을 하던 통 인 평가

에서 나아가 상처리를 통해 씨쓰기 명료도 요소

를 신속, 객 , 일 으로 채 하고자 시도하 다. 

상처리의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안정된 수행

을 나타내는 성인들을 상으로 자 유형에 따른 

크기 비율, 치를 추출하 고 일반  수행의 기  

자료를 악하 다. 본 연구는 향후 쓰기 장애의 평

가 개입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한 의 필기 특징에 

한 연구의 기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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