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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심리평가는 개인의 심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

문적 과정이다. 심리평가를 위해 심리학자는 심리검

사, 면담, 행동관찰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아울러 정신병리와 인간행동에 대한 지식을 통합하

여 해석한다. 그 중 심리검사는 개인의 정서, 성격,

인지와 같은 다양한 행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구

를 이용하여 측정을 한다. Bender Gestalt Test(BGT)

는 Fig. 1과 같이 간단한 도형이 그려져 있는 9개의 

카드를 피검자에게 한 장씩 보여 주면서 도형을 종이

에 따라 그리게 해서 개인의 인지, 정서, 성격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투사검사다[1]. 본래 BGT

는 정신병리와 지각과의 관계를 연구하려는 목적으

로 개발되었으나, 해석에 대한 경험적 증거나 신뢰도

가 부족한 채 사용되어 오다, 임상가들이 관심을 가

지게 되면서 신뢰성이 높고 객관적인 채점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BGT의 심리측정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주로 심리문제와 신경학

적 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채점 체계나 신뢰도, 타당

도 및 규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Pascal과 Suttell[2]이 BGT에 대한 객관적인 채점 

방식을 처음 개발한 이후로 Peek-Quast, Hutt, Hu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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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ks, Perticone 등에 의해 여러 채점 체계가 개발되

어 왔다[3]. 현재 임상에서 BGT는 검사자에 의해 수

동으로 실시되고 채점 및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사 자료를 수동으로 채점하고 해석하는 것

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사자의 채점 편향이 검사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검사

자의 부담을 줄이고 채점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

는 자동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BGT 응답의 자동 분석을 위해서는 이미지의 분할

(segmentation), 분류, 왜곡정도 인식과 채점 등의 세

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분할 단계에서는 A4용지

에 무작위로 배치된 이미지를 각 도형별로 잘라내고,

분류 단계에서는 각각의 이미지가 어느 도형인지 알

아내며, 왜곡정도 인식과 채점 단계에서는 피검자의 

정신병리에 따라 왜곡된 이미지의 정도를 인식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검사자는 왜곡정도와 자동채점된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작업만을 수행

하므로 검사시간이 단축되고, 왜곡정도가 디지털화

되어 측정되므로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보다 객관적

으로 검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BGT 이미지의 자동 분석에 관한 연구는 [4,5]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 있으며, [4]는 전통적인 이미지 

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BGT의 6개 채점 항목(단순화,

중첩, 지각적 회전, 고집화, 폐쇄곤란, 고립)에 대한 

점수를 자동 채점하였는데, 83.31%의 정확도로 점수

를 예측할 수 있었다. [4]는 침식, 팽창 등의 모폴로지 

기법과 이진영상에서 뼈대를 추출하는 스켈레톤 기

법을 통해, 겹침 영역(overlapping region)의 크기, 교

차 여부, 도형의 회전각도 등을 수치화하였으며, 이 

수치화된 정보로부터 점수를 계산하였다. 점수의 채

점은 각 도형의 번호를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가정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분류 알고리즘은 제

시되지 않았다. [5]는 shape context를 사용하여 9개

의 BGT이미지를 분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8

개 검사반응에 대해 84.31%의 분류정확도(accur-

acy)를 나타내었다. [5]는 BGT 패턴의 분류에 대해 

알려진 최초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가지지

만, 90% 미만의 낮은 인식률로 인해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기에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의 낮은 정확도는 

대체로 A와 1번 도형의 낮은 정확도(A: 64.7%, 1:

41.2%)에 기인하는데, 에러를 발생시킨 응답에 대해

서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그 원인을 추측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6-8]을 사용하여 9개 BGT 이미지

의 인식률 개선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 평

가하였다. CNN은 다층신경망(Multi-Layer Percep-

tron: MLP)과는 달리 레이어의 뉴런 중 일부만을 연

결하는 인공신경망이다. 적은 수의 뉴런들만을 연결

하므로 가중치 학습에 대한 부담이 줄어, 깊은 구조

의 네트워크를 보다 안정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으며,

인접한 뉴런들 간의 관계를 보다 잘 학습할 수 있어 

영상인식문제에 적합하다. 또한, CNN은 데이터가 

충분할 경우 가중치 조정을 통해 이미지의 주요 영역

에 집중하고, 부가적인 부분은 무시하게 되는데, 심

리검사의 특성상 형태 왜곡이 많은 BGT이미지의 인

식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 3장에서는 BGT 영상 인식을 위한 전체 

시스템과 각 단계별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4장

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한 BGT 영상 인식 결

과를 제시하고 이를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5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Fig. 1. BGT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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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데이터 수집

BGT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A4 용지를 

피검자 앞에 세로로 놓고, 검사 카드는 피검자가 볼 

수 없게 차례로 엎어둔다. 연필과 지우개를 주며 다

음과 같이 지시한다. “지금부터 카드를 한 번에 한 

장씩 보여 드리겠습니다. 각 카드에는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 그림을 종이에 잘 그리

십시오. 그리고 좋을 대로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십시

오. 이것은 미술능력의 검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그리십시오. 빨리 그리든 천

천히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이후 검사자는 BGT 그

림 카드를 한 장씩 제시하며 피검자가 그림을 그리도

록 한다.

본 연구에 참가한 피검자는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주관적 보고와 객관적 인지 손상을 보인다는 증거가 

없고, 일상생활 활동에 능력 손상이 없는 건강한 정

상 성인이었다. 피검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다음

과 같다. 총 75명으로 남자27명, 여자48명이었다. 연

령의 범위는 18세에서 52세였고, 평균연령은 27.81±

9.19세, 교육연령은 16.03±1.70년이었다. 오른손잡이

는 69명, 왼손잡이는 6명이었다. 그리고 다른 정신장

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정신상태검사를 실시

하여 문제가 있는 피검자의 자료는 배제하였다. Fig.

2는 수집된 75개 검사지 중 한 샘플 이미지다.

2.2 알고리즘 개요

영상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의 개요는 Fig. 3과 같

다. 알고리즘은 크게 전처리, 학습이미지 생성, 학습

과 검증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스캔된 영상을 회색조(gray)로 변환한 후 CNN의 학

습에 사용될 수 있도록 크기를 정규화한다. 데이터 

증강 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변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핀 변환과 영상의 명도를 조절하여 변형된 

학습 영상들을 생성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생성된 

학습 영상들을 사용하여 CNN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모델을 검증한다.

2.3 전처리

스캔된 영상은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기 위해 회색

조 영상으로 변환하였으며, 256×256크기로 정규화되

었다. 영상크기는 원영상의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

한 채로 가로, 세로 길이 중 큰 값이 256 픽셀이 되도

록 먼저 조정되었으며, 이후 가로, 세로의 길이가 동

일하게 되도록 흰색 값을 패딩(padding)하였다. CNN

에서의 영상 학습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동일한 영

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11].

2.4 영상 증강 (Data Augmentation)

BGT 영상은 Fig. 4와 같이 검사의 특성상 피검자

의 정신병리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여러 변형들에 대응하기 위

Fig. 2. Sample image of collected BGT responses. Fig. 3. Overal structure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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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BGT 반응을 사용하여 신경망

을 학습시켜야 하나, 수많은 변형들에 대한 실제 데

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과 같은 현실적

인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

는 것이 아핀 변환을 사용하는 영상증강기법이다[12].

본 연구에서는 아핀변환 중 크기변환, 회전변환과 전

단변환을 사용하여 영상을 생성하였으며, 크기변환

은 0.5∼1.5, 회전은 -180°∼180°, 전단변환은 -0.5∼

0.5 범위에서 랜덤하게 적용하였다. 아핀변환을 사용

하여 증강된 데이터의 예는 Fig. 5에 제시하였다.

2.5 합성곱 신경망 모델

본 연구에서는 MatlabTM에서 제공하는 Deep

Learning Toolbox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습하였다. VGGNet[10]의 형태로 구성하되, 클래

스의 수가 적은 관계로 레이어의 개수를 축소하였다.

구성된 네트워크는 Fig. 6과 같이 1개의 영상입력 레

이어, 18개의 합성곱 레이어, 5개의 풀링 레이어, 2개

의 완전연결레이어, 각각 1개의 소프트맥스 레이어,

분류 레이어의 총 28개 레이어로 구성하였다. 네트워

크의 학습 파라메터는 Table 1과 같다. CNN의 네트

워크 구조, 학습 파라메터는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 

결정되었다.

2.6 데이터 학습 및 결과 검증

제안된 방법의 검증은 사용자-독립(user-inde-

(a) (b) (c) (d) (e)

Fig. 4. Atypical BGT responses: (a) additional signs (b) lack of dots and filled dots (c) flipped pattern (d) simplified 

image (e) box out of pattern and stroke lines.

(a) (b)

Fig. 5. Illustration of data augmentation: (a) source images, (b) augmented images.

Fig. 6. Structur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Colored boxes indicate max pulling layers, and a set of three white 

boxes in a row indicates convolutional layer, batch-normalization layer, and ReLU layer in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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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ent) 및 ten-fold-validation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즉, 전체 데이터를 학습-테스트용으로 분리하여 

검증하였으며, 이 검증을 총 10회 반복함으로써, 전

체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데이터의 분리 시에는 같은 사용자의 데이터가 분리

되지 않도록 하여,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같은 사용자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정밀도와 재현율로부터 도출되는 F1점수(F1 score)

는 식 1과 같다. 여기서 임의의 클래스 에 대해 TP
은 데이터를 올바르게 분류한 횟수, FP는 다른 클

래스의 데이터를 로 인식한 횟수, FN은 클래스 

Precision TPFP
TP

RecallTPFN
TP

Fscore ·PrecisionRecall
Precision·Recall

(1)

의 데이터를 다른 클래스로 분류한 횟수이며, N은 

전체 데이터의 개수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Table 2와 3은 제안된 방법을 사용한 영상 분류 

결과를 기존 방법[5]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BGT

도형의 자동 인식 알고리즘은 기존에 거의 연구되지 

않은 주제로, 현재까지 알려진 기존 방법은 2016년에 

Moetesuma 등에 의해 제안된 shape context[13]를 

사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제안된 방법은 각각의 패

턴에 대해 평균 97.05%의 인식률(F1 score, 표준편차 

1.49)로 BGT 영상을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기존 인식률인 83.34%에 비해 14%p 이상 개선된 것

이다. 제안된 방법은 증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더 높은 인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

이터 증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인식률(F1 score)

은 평균 95.12%로, 데이터 증강을 통해 에러의 개수

를 33개에서 20개로 대폭(60.61%) 감소시킬 수 있었

Table 1. Parameters for training network

Parameter Value

Optimization Stochastic Gradient Descent

Portion of validation data 10% of training data

Initial learning rate 0.01

Learning rate drop period Every 10 epoch

Learning rate drop factor 0.1

Mini-batch size 256

Validation frequency Every 1 epoch

Stop criterion When validation error increases during 4 epoch

Max epoch 30

Number of augmented images per a pattern 200

Table 2. Comparison to conventional method.

Proposed (with data
augmentation)

Proposed (without data
augmentation)

Moetesuma et al.
2016 [5]

Number of participants 75 18

Number of BGT responses 75 18

Number of total drawings 675 162

Total number of classification error 20 33 24

Mean F1 score 97.05% 95.12% 83.34%

Best F1 score over pattern types 99.33% 97.99% 97.14%

Worst F1 score over pattern types 94.81% 92.11% 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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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4배 이상 되는 데이

터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75명 피험자 중 보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경우가 Fig. 4와 같이 관

찰되었음에도 97% 이상의 높은 성능을 달성하며 제

안된 방법의 우수성을 나타내었다. 본 결과에서 특히 

더욱 고무적인 것은 Table 3에서와 같이 9개 패턴 

간에 정확도 차이가 5%p 내로, 전체 패턴에 대해 

94%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Fig. 7은 675개의 영상 중 잘못 분류된 20개의 영

상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선명도가 떨어지는 영상

이 많아, 색상 커브를 조정하여 영상의 선명도를 증

대시켜 표시하였다. 이 중 3개의 영상(a, l, q)의 오인

식은 스캔된 영상의 선명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c), (d)는 동그라미 대신 

점으로 표기한 것, (e), (f)는 점 개수의 차이, (g), (j),

(m)은 점을 선으로 단순화시킨 것으로 인해 오인식

된 것으로 판단된다. 6번 패턴(n,o,p,q)은 열린 사각

형과 단순한 웨이브 모양의 조합인데 4번 패턴으로 

오인식된 경우가 높은 빈도(4회)로 발생하였다. 이

는,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웨이브 모양을 학습하면서 

4번 패턴의 웨이브(6번에 비해 단순화된 형태)로 오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의 에러 영상

에서는 오인식을 발생시킬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는 

않아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우며, 향후, 네트워크의 

구조와 파라메터 등을 다변화시켜 그 결과를 분석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 8은 제안된 방법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인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힌트를 

보여준다. 제안된 방법은 20개의 이미지를 오인식하

였으나, 오인식은 많은 경우 (10건) 1개의 문서에 대

Table 3. Classifiication results according to type of pat-

terns

Pattern
Precision
(%)

Recall
(%)

F1score
(%)

A 97.33 97.33 97.33

1 100.00 97.33 98.65

2 97.30 96.00 96.64

3 96.00 96.00 96.00

4 92.41 97.33 94.81

5 97.37 98.67 98.01

6 100.00 94.67 97.26

7 93.59 97.33 95.42

8 100.00 98.67 99.33

Avg. 97.11 97.04 97.05

Std. 2.76 1.30 1.49

Fig. 7. Full list of misclassified drawings. Color curves are adjusted for visibility. Image index, target image class, 

and classified output are described under eac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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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개만 발생하였으며, 2건 발생한 경우가 5건, 3건 

이상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BGT 이미지의 특성상 

한 개의 문서에는 9개의 서로 다른 패턴이 존재해야 

하며, 하나의 패턴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CNN으로 데이터를 분류할 때에는 

각 패턴으로 분류될 확률이 함께 도출되므로, 이 정

보를 활용하여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 가장 높은 확률

을 가지는 패턴으로 분류한다면 전체적인 인식 정확

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BGT는 임상 장면에서 심리적 문제 및 신경학적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된 채점 체계를 사용한

다. 통상적으로 검사 자료는 수동으로 채점, 해석되

므로, 분석 및 채점 과정의 자동화를 통해 검사 시간

의 단축 및 검사자 채점 편향의 차단 효과가 기대된

다. 본 연구에서는 BGT 이미지 자동분석에 필요한 

기본 단계 중 하나인 9개 BGT 이미지의 자동 분류 

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제

안된 방법은 75명의 피검자가 그린 9개 이미지를 

97.05%의 정확도로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 

문헌을 통해 보고된 83.34%를 상회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미지 데이터의 부족을 증강(augmentation)

기법을 통해 보완하였으나, 보편적인 사용을 위해서

는 더 많은 수의 BGT응답 데이터가 필요하다.

추후, 네트워크 구조 개선과 다양한 데이터의 수

집을 통해 인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BGT 이미지의 자동 분석은 

검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더 나아가 사람이 인지하

기 어려운 채점 변인을 새롭게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자동 분석 및 채점을 위

한 전 단계로써, 이후 각 이미지의 변형 정도를 디지

털화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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