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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MindWave와 AR 헤드셋 기기를 연동하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불안감을 느낄 때 

발산되는 뇌파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또한 실시간 객체 검출을 위한 YOLOv5 알고리즘을 통해 시각

적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아동이 불안감을 느끼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AR 형태로 제시하

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불안감을 느끼면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앱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뇌파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돕고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방지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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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발병률은 높은 수치를 보인다. 자폐 스펙트

럼 장애는 개인의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 또는 동반되는 질환이 

다르게 발생하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돌발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사회화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성인보다 표현이 서툴고 소통을 어려워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돌발 행동 예측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갖는다[1-2].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MindWave와 AR 헤드셋 기기를 연동한 가상의 

하드웨어 기기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불안감을 느낄 

때 발산되는 뇌파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도록 한다. 또한 YOLOv5 

알고리즘[3]을 통해 시각적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아동이 불안감을 

느끼는 원인을 파악, 이에 맞는 해결책을 AR 형태로 제시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그림 1과 2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원활한 뇌파 측정과 

실시간으로 시각적 정보를 얻고 AR 객체를 추출하기 위해 MindWave

와 AR 헤드셋 기기를 연동한 가상의 하드웨어 기기를 제시한다. 

해당 기기는 머리에 씌우는 MindWave와 안경과 같이 착용 가능한 

AR 헤드셋을 착용하여 동작한다. MindWave로 뇌파를 출력하고 

베타파를 감지를 한다. AR 헤드셋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실시간 시각적 정보를 수집하고 마커 인식한 AR 객체를 추출하여 

AR 헤드셋을 통해 보여준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정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MindWave를 사용하여 뇌파를 측정한

다. 뇌파 측정 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불안 또는 긴장을 

느끼는 뇌파 신호인 베타파가 감지되면 1차적으로 해당 기기와 연동된 

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한다. 보호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불안 또는 긴장을 느끼면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하

도록 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MindWave를 착용하여 실생활

에서 뇌파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만약 해당 아동에게 베타파가 

감지되었다면 앱을 통해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보낸다. 또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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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실시간 정서에 따라 나타나는 뇌파를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여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Fig. 1. 제안 시스템 구조도 및 가상 하드웨어 기기의 역할

Fig. 2. MindWave 연동 앱 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 개인적인 환경 및 상황에 맞는 대처방

식을 제공하여 뇌파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의 

뇌에서 베타파가 측정되면 해당 아동의 시각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이를 위해 YOLOv5m 모델을 활용하여 객체 검출을 진행하

고 검출한 객체를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딥러닝 데이터 셋으로 

활용하여 이를 AI가 학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추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불안 요소를 이전보다 빠르게 감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Unity와 Vuforia 패키지를 활용하여 AR 마커 

인식을 수행한다. 실험을 위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곰인형을 

보고 베타파를 발생시킨다는 상황을 가정한다. 곰인형을 마커 인식하

여 가상의 객체인 Cube 3D 객체를 띄워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느낀 불안 요소를 제거한다. Cube 3D Object는 해당 아동이 긍정적으

로 생각하는 2D 또는 3D 객체로 대체되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뇌파와 정서의 안정 및 회복을 돕도록 

한다. 그림 3에서 우측에 있는 사진을 통해 곰인형을 마커 인식하여 

Cube 3D 객체가 띄워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 Vuforia AR 마커 인식 구현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뇌전도와 딥러닝을 활용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정서 회복 증강현실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해당 시스템

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 일어나는 불안한 상황들을 예측하고 

불안을 상쇄시킬 해결책을 시각적으로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일상에

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켜주어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동반되는 증상을 완화하고 해당 아동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나아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사회 적응을 돕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보호자의 생활 만족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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