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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한 참참참, 끝말잇기

놀이 로봇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ChamCham and WordChain Play 
Robot for Reduction of Symptoms of Depressive Disorder Patient

엄현영*, 서동윤**, 김경민**, 이성웅**, 최지환**, 이강희**

Hyun-Young Eom*, Dong-Yoon Seo*, Gyeong-Min Lee*, Seong-Ung Lee*, 
Ji-Hwan Choi*, Kang-Hee Lee**

요 약 본 논문은 우울증 진단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한 참참참 놀이 및 끝말잇기 놀이 로봇을 설계 및 구현한다. 우

울증의 핵심 증상은 삶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상실하는 것으로, 우울증 진단 환자가 로봇을 통해 자신의 표정에 드러

나는 감정 분석을 확인하고 참참참 혹은 끝말잇기 놀이를 진행한다. 놀이 후 표정에 드러나는 감정을 다시 분석하여

보고 받음으로 구현 로봇의 기능을 확인한다. 간단한 놀이를 통해 우울증을 진단 받은 환자의 질환이 완벽하게 치료

될 수는 없지만, 점진적인 활용을 통해 증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참참참, 끝말잇기 놀이 로봇의 설계는

Thecorpora사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오픈소스형 로봇 Q.bo One를 사용한다. Q.bo One의 시스템은 사용자의 얼굴을

캡쳐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Azure 서버에 값을 전달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놀이 전 후의 감정 분석을 확인한다.

놀이는 Q.bo One의 OS인 라즈비안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Python을 활용하여 구현하고 외부센서들과 상호작용하여

작동하도록 구현한다. 본 논문은 놀이 로봇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우울증 진단 환자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어 : 우울증, 놀이 로봇, 감정 분석, 참참참 놀이, 끝말잇기 놀이

Abstract We propose to design and to implement a recreational and end - of - play robot for symptom relief in 
patients with depression. The main symptom of depression is the loss of interest and interest in life. The 
depression diagnosis patient confirms the emotional analysis revealed by his / her robot through the robot, and 
performs the greeting or ending play. After analyzing the emotions in the expressions after the play, the 
function of the embodying robot is confirmed by receiving the report. A simple play can not completely cure a 
patient with a diagnosis of depression, but it can contribute to symptom relief through gradual use. The design 
of the play-by-play robot is using Q.bo One, an open-source robot that can interact with Thecorpora. Q.bo 
One's system captures a user's face, takes a picture, passes the value to the Azure server, and checks the 
emotional analysis before and after the play with the accumulated data.Play is implemented in Rasubian, the OS 
of Q.bo One, using the programming language Python and interacting with external sens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the symptom relief of depressive patients in a relatively short time with a play robot.

Key words : Depressive Disorder, Play Robot, Emotional Analysis, Chamcham, Word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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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은 인류

에 가장 큰 부담을 초래하는 10대 질병을 지정하였고,

그 중 우울증은 2000년에 4위, 2004년에 3위 등으로 지

속적으로 상승하여 2030년에는 1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

다 [1]. 우울증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

진 것이 없고, 발병하게 되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무

능력감, 고립감, 허무감, 죄책감,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현저한 장애를 겪게 된다

[2][3]. 본 논문에서는 전문의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놀이 로봇을 설계

및 구현한다. 놀이 로봇은 Thecorpora사의 오픈 소스형

Thecorpora사의 제작한 오픈소스형 로봇 Q.bo One을

활용하여 구현한다. Q.bo One은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

이로 구성되어있고, 카메라, 스피커, 서보모터 등으로 구

성된다. Q.bo One의 OS인 라즈비안은 리눅스 기반으로

OpenCV를 이용하여 우울증 진단 환자의 사진을 캡쳐

하고, Microsoft Azure 서버에 전달하여 표정을 분석한

다. 그 후 분석된 값을 다시 반환하여 사용자에게 알림

하고, Q.bo One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참참참 및 끝말

잇기 놀이를 진행한다. 진행 후 표정 변화를 분석하여

알림 한다. 이 기능을 통해 우울증 진단 환자의 증상 완

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4].

Ⅱ. 관련 연구

1. 질병 증상 완화 로봇

로봇을 통한 질병 증상 완화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 인형

치료를 위해 제작한 로봇 베이비로이드(BabyLoid)는

노인의 정신질환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안된

로봇으로 육아 경험을 이미지화함으로써 논리적인 및

합리적인 사고를 고향시키기 위해 제작된 로봇이다 [5].

그림 1. 노인의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베이비로이드

Fig. 1. Babyloid for Relieving Mental Illness Symptom of

the Elderly

국내의 로봇 연구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서 개발한 코비(Kobie) 로봇이 있다. 코비는 정서적 안

정 및 우울증 치료를 위해 설계된 로봇으로, 코알라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 되었다. 코비는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시선을 맞출 수 있으며, 몸에 장착된 24개의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어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위를 감

지하고 인간의 감정인 놀람, 기쁨, 슬픔, 외로움, 부끄러

움 등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6].

그림 2. 정서 안정 및 우울증 치료 로봇 코비(Kobie)

Fig. 2. Emotional Stability and Depression Treatment

Robot Kobie

2. 상호작용 오픈소스형 로봇 Q.bo One

그림 3. Thecorpora사의 오픈소스형 로봇 Q.bo One

Fig. 3. Thecorpora's Open Source Robot Q.b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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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orpora사에서 제작한 Q.bo One은 상호작용 오

픈소스형 로봇으로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 및 기타

센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제작 목적에 맞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타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확장할 수

있다. Q.bo One의 OS인 라즈비안은 리눅스 기반의 환경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penCV, Ros, Python, Node-Red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액추에이터와의 쉬운 인터페이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등으로 목적에 맞춰 개

발하기에 적절한 임베디드 플랫폼이다 [7-9].

Ⅲ. 우울증 진단 환자의 증상완화를

위한 놀이 로봇 설계

1. 놀이 로봇의 구동 시스템 설계

놀이 로봇의 구동 시스템은 [그림 4]의 과정으로 진행

한다. Q.bo One로봇은 OpenCV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얼

굴을 캡쳐한다. 그 후 Microsoft Azure서버에 캡쳐한 사

진을전달하고분석하여 Q.bo One으로반환받는다. 만약

우울증의수치가가장높으면, Q.bo One은 게임을시작할

것인지묻고우울증완화를위한시스템이돌아가게된다.

놀이의종류는참참참과끝말잇기놀이, 두가지를실행할

수 있고, 둘 중 랜덤으로 실행된다. 놀이가 끝나면 같은

놀이이나 다른 놀이를 할 것인지 혹은 게임을 종료할 것

인지선택할수있다. 종료를선택한경우다시얼굴표정

을 캡처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놀이 전과 후

의 본인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림 4. Azure를 활용한 얼굴 사진 분석 결과

Fig. 4. Face Image Analysis using Azure

2. Microsoft Azure & Face API

Q.bo One에서 캡쳐한 우울증 진단 환자의 사진을

Microsoft Azure서버에 전송하여 얼굴 표정을 분석한

다. Microsoft Azure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전송된

얼굴 사진이 짓고 있는 표정은 8가지로 분석 될 수 있

다. 슬픔(Sadness), 중립(Neutral), 경멸(Contempt), 역

겨움(Disgust), 화남(Anger), 놀람(Surprise), 두려움

(Fear), 행복(Happiness). 그림 5와 같이 8가지로 분석

된 표정은 그 정도에 따라 수치도 같이 반환한다. 이

수치를 통해 환자는 놀이 전과 후의 자신이 어떤 표정

이 짓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10].

그림 5. Azure를 활용한 얼굴 사진 분석 결과

Fig. 5. Face Image Analysis using Azure

3. 참참참 놀이

그림 6. 참참참 놀이 구현(정면, 오른쪽, 왼쪽)

Fig. 6. Implementation Chamcham Game(Front, Righ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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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참 놀이는 우울증 진단 환자의 표정에서 주요

감정이 슬픔, 경멸, 역겨움, 화남, 놀람 등 부정적인 감

정으로 분석되었을 때, 놀이를 진행할 것인지 묻는다.

그림 6과 같이 놀이를 시작한다고 말했을 시 랜덤으로

참참참게임 또는 끝말잇기 게임이 시작된다. 참참참 게

임에서도 OpenCV를 사용하여 구현한다. OpenCV가 제

공하는 detectMultiScale함수를 통해 사람 모습을 학습

시키고 게임이 시작되더라도 큐보의 카메라에 얼굴이

인식되야만 비로소 참참참을 외치게 된다. 본 게임에서

는 Q.bo One이 얼굴을 인식한 시점에서의 모습과 참참

참을 다 말한 뒤의 모습의 살색 정도를 비교하여 얼굴을

어느 쪽으로 돌렸는지 판별한다. 그 후 공격한 방향과

사용자가 돌린 고개의 방향이 같으면 로봇의 승리, 다르

면 사용자의 승리로 게임이 마무리된다. 참참참 놀이은

Q.bo One 내부에서 Python언어로 OpenCV를 활용하여

구현한다 [11].

1. 끝말잇기 놀이

끝말잇기 놀이에서는 영어사전의 데이터를 받아와

TXT파일로 저장한 후 Q.bo One이 데이터를 사용하도

록 구현한다.

그림 7. 끝말잇기 놀이 적용 및 구현 코드 일부

Fig. 7. WordChain Game Application and Part of

Implementation Code

그림 7은 끝말잇기 구현 코드의 일부 및 구동 테스

트이다 [12]. 끝말잇기 놀이에서는 사용자가 먼저 놀이

를 시작한다. Speech Recognition을 사용하여 단어를

인식하고 STT(Speech to Text) 기술을 사용하여 인식

된 단어를 문자열로 변형한다. 인식된 단어의 마지막

철자를 비교하고 사전 데이터에서 단어를 찾아 끝말잇

기를 이어간다. 사용자는 Q.bo One말한 끝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야하고 잘못된 단어이거나 이미

사한 단어를 말하면 패배하게 된다. 사전의 축적된 단

어를 모두 적용하면 사용자가 이길 수 없으므로 Q.bo

One이 말할 수 있는 단어는 각 알파벳 당 20개로 한정

한다.

Ⅳ. 실 험

우울증 진단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한 놀이 로봇을 적용

한다. 전문의로부터 경미한 우울증 및 조울증을 진단받

은 환자 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그림 8. 우울증 진단 환자를 대상으로 놀이 로봇 적용 전과 후

표정 변화

Fig. 8. Changes in Facial Expression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lay Robot to Depressed Patient

경미한 우울증진단을받은 환자는놀이 전 표정분석에

서 Neutral 표정이 98%수치로 나왔으나 참참참 게임을

진행한직후 표정분석을했을때 Happiness 표정이 99%

로 나왔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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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anges in Facial Expression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lay Robot to Cyclothyme

조울증진단 환자의 경우 놀이 로봇을 적용하기전 표정

분석에서 Sadness 99%가 나왔다. 얼굴 인식 이후 두 게

임중끝말잇기놀이를진행하고진행후표정인식결과

에서 Neutral 94%로 전환되었다[그림 9].

실험에 참여한 경미한 우울증과 조울증을 가진 환자들

은 2회씩 실험을 진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전문의

에진료를받고결과를확인했을때, 증상이놀이로봇을

통해 호전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순 없지만, 부정

적인 감정이서 일반적인 감정, 일반적인 감정에서 긍정

적인 감정으로 변화를확인하였음으로, 향후 논문에서는

놀이 로봇을 통한 지속적인 적용으로 실험을 진행할 것

이며, 우울증 진단 환자의 증상완화를 위해 사람의 감정

빅데이터를분석하여인간과감정적인교감과소통이가

능한인공지능로봇으로심화시키는연구를진행할예정

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문의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

자를 대상으로 증상 완화를 놀이를 통해 기여하는 로봇

Q.bo One을 설계 및 구현했다. 환자는 놀이 전과 후의

자신의 얼굴 표정 변화를 비교할 수 있고, 비교 결과를

통해 자신의 우울 증세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우

울증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설계된 놀이는 참참참과

끝말잇기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참참참과 끝말잇기

모두 진행 시간이 짧고, 결과가 명확한 게임으로 단시

간에 환자의 기분에 변화를 주어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울증 진

단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여러 사람의 감정 데이터

를 축적하고 인간과 감정적인 교감과 소통이 가능한 인

공지능 로봇으로 심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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