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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 문제해결을 위해 웹(web) 기반으로 동작하는 치매 예

방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전 준비단계로 치매 관련 시스템 및 기술고찰을 통해 개

발범위를 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키워드: 치매(Dementia), 신체 인식(Body recognition), 콘텐츠 기반 필터링(Content-based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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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고령화 사회로 인해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2020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0.3%인 83만 명에 

이르렀다. 2024년에는 100만 명, 2039년 200만 명, 2050년 270

만~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치매 예방을 위한 

시스템들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비약물 치료의 

종류를 모두 활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찾아보기엔 어려움이 있었

다. [2]를 통하여 한국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를 알아본 

결과 자극중심 접근법, 통합적 접근법, 인지 중심 접근법 순으로 

효과 크기가 높음을 확인하였고 본 프로그램은 이를 활용하여 맞춤형 

AI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II. Related works

관련 연구로는 자극중심 접근법 중심의 치료법을 지원하는 서비스 

장치 연구로 신체적 자극뿐만 아닌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자극을 

주기 위한 통합적 치매 예방 치료를 구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4]. 

[5]에서는 강사의 지도와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만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는 부족함이 있다. [6]에서는 각 주차별로 미리 설정된 횟수로 제공되는 

학습문제를 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취약점을 분석해 개개인에게 맞춤형 문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시켜야 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Face Recognition Login

로그인 기능에서는 face_recognition이라는 History Of 

Gradient(HOG) 방식을 이용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얼굴인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face_recognition에서 encoding을 이용해 128개의 특징점을 다른 

사람의 특징점과 비교해 값을 설정한다. 이미 훈련하여 알아낸 다른 

사람들의 얼굴값과 비교하여, 두 특징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작은 

값을 저장하고 반환하여 db에서 반환한 값의 회원 정보를 가져오게 

된다.

2. Pose recognition game

posenet 과 ml5 신경망을 통하여 생성된 자세 모델에 대한 데이터를 

로드하여 데이터를 정규화하고 Epoch를 20으로 설정하여 모델을 

훈련한다. Epoch 숫자가 그 이상 또는 이하일 때는 Value가 줄어들지 

않는다. 훈련이 끝나면 자동으로 모델 파일이 저장되고 훈련된 모델을 

활용하여 게임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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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 training

Fig. 2. Pose recognition game UI

학습된 모델을 불러와 포즈의 키포인트를 찾고 감지된 포즈의 

포즈데이터, 뼈대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와 일치할 시 정확도가 0.80 

즉 80% 이상일 때 라벨이 반환된다. 동시에 10초간의 카운트가 

시작되고 10초간 자세를 유지하면 다음 자세를 수행하게 된다. 동작이 

정확하지 않을 시엔 콘솔 알림과 사운드 알림이 실행된다.

3. Content-based filtering quiz games

초기 또는 경증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훈련 학습지를 참고하여 

문제를 만들어 DB에 dump 하여 외부 서버로 전송하였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특정 문제의 오답률이 

높은 경우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추천해 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문제의 오답률만으로 문제를 추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중 

평점을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 사용횟수에 제한을 두어 필터링을 

하였다. 각각 문제풀이 횟수와 오답률, 가중 평점은 DB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게 된다.

IV. Conclusions

본 프로그램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체적 

자극뿐만 아닌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자극을 주기 위한 통합적 치매 

예방 치료를 구현하며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기반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인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치매 진행 속도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과 

사용자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보호자와 주치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해 좀 더 적합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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