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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인간발달 과정을 신경과학, 심리학, 운동학습, 근육 생리학 등의 행동과학 자료와 생체역학, 

인체운동 분석, 운동조  기반의 인지 동작치료 로그램을 정서∙행동장애 아동들에게 실시하여 표정에 

따른 얼굴 움직임이 감정과 정서변화에 따라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표정 움직임의 변화로 정량화 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측정  키네마틱 분석의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표정변화를 재 로그램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 고, 표정 변화를 통해 인지동작 치료 로그램 효과를 알 수 있었다. 한 정서  

행동치료의 상분석과 키네마틱 분석의 정량  데이터를 통하여 인간발달에 한 융∙복합  측정  분

석법을 용하여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과정에 따른 데이터를 축 하는 것도 기 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뿐만이 아니라 자기표 이 부족한 장애와 노인, 환자에게도 확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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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rry out cognitive movement therapy program for children 

with affective and behavioral disorder based on neuro science, psychology, motor learning, 

muscle physiology, biomechanics, human motion analysis, movement control and to quantify 

characteristic of expression and gestures according to change of facial expression by emotional 

change. We could observe problematic expression of children with affective disorder, and could 

estimate the efficiency of application of movement therapy program by the face expression 

change of children with affective disorder. And it could be expected to accumulate data for early 

detection and therapy process of development disorder applying converged measurement and 

analytic method for human development by quantification of emotion and behavior therapy 

analysis, kinematic analysis.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extendedly applied to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the sick as well as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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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사람의 성장과정  발달상의 문제는 다양한 역(인

지,정서,사회,심리,언어,신체,탐구, 술발달 등 기타 모

든 역)의 요인에서 시작되어 타 역에 향을 주면

서 복합 인 발달 장애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

동은 자신의 문제를 표 하기에는 수용언어, 표  언어

의 부족으로 잠재  발달 장애 시기가 길어지거나 양육

자가 발달 장애를 단하기에 어려움을 래하기도 한

다. 유∙아동기 작은 장애 요인의 방치는  생애 발달

과정에 커다란 향을 주기도 하므로 아동기 발달에 

한 객  찰  정량  평가와 분석법은 요하다. 

즉 아동에게 있어서 일상생활 에 발달 장애를 찰할 

수 있는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1.1 인간발달의 영상분석과 과학적 연구
최근에는 인간발달을 기반으로 한 신경과학, 생체역

학, 심리학, 운동학습, 근육 생리학 등의 분야에 축 된 

행동과학 자료와 이론 으로는 생체역학, 인체운동 분

석, 운동조  분야에 속한 발 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1] 사람의 정상 인 움직임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비정

상 인 움직임에 한 문제 을 악하는 연구 방법, 

동작 수행기술을 습득하여 교육, 재활 등에 정보를 제

공해주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동작치료 과

정에 인지발달 지원이 필요한 아동, 장애, 노인[2]에게

는 인지 동작 치료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이를 인지 동작

치료라 정의하고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는 연구

의 필요성이 두한다.

한 상을 통한 인간발달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발

해 가면서 기쁨 동작은 어깨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과 

가속이 특징이라는 보고와 같이 우리의 미래 연구는 인

간의 움직임이 각 감정과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한 

동작 추출, 개인 감정 설명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의 측

정과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3] 시사하는 등 사람의 

감정과 움직임(동작) 등과의 계를 연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두하기도 한다.

1.2 정신건강과 행동장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health)에 한 개

념을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이 아

니라 신체 , 정신  그리고 사회 으로 완 하게 안녕

상태(well-being)이다”라고 정의한[4] 것은 오늘날 사

회변화에 따른 정서와 사회  건강이 어느 때보다 요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폐는 두뇌 인지 공간의 지나친 성장으로 인해 주의

(attention)가 과도하게 인지 공간 안으로 편향되어 내

부 인지 공간에서 감각하고 사고하게 되어 외부의 실제 

세계와 단 되는 인지 상을 말한다. 자폐는 지  능력

과 상 없이 발생하고, 따라서 자폐 수 은 지  수

의 향을 받지 않는 내  주의집  편향성, 감각 반응

이나 감각 기억의 강도로 진단될 수 있고 두뇌 인지 공

간 크기의 양상에 따라 청각 공간 자폐, 시각 공간 자폐, 

그리고 청각-시각 공간 자폐의 세 가지 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5]. DSM-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에서는 충동조  장애를 

체할 것으로 논의 으로 행동 독 양상을 `인터넷 

독 ,̀ `휴 폰 독`, `쇼핑 독`으로 개념화하고 향

을 주는 변인들로 정서  특성, 인지  특성, 자기 특성

을 심으로 그 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6]고 한다.

정신  장애  일부는 사춘기  청년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행동장애는 공격 , 괴 , 반항

 행동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7], 비행은 불안, 

우울, 공격성 등의 정신 병리와 련이 깊으며[8] 정상

이 아닌 행동을 하고, 이러한 일들은 불법 이고 공격

이거나 도덕 이지 않은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9] 조

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요하다.

최근 분노조 장애로 인한 강력 범죄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으며, 한국인의 50%가 분노조 장애를 겪으며 

10%정도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정신건강의

학회(2015년)가 보고할 정도로 정서  치료의 필요성이 

크게 두하고 있다[7].

 

1.3 행동장애와  표정의 사회관계적 의의
2013년 개정된 미국 정신과 회의 정신 장애 진단 

 통계편람(DSM-V, Diagnostic and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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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of Mental Disorder)에서는 반  발달장애

(PDD)에 속해 있는 자폐장애, 아동기 붕괴성 장애, 아

스퍼거 장애, 그리고 불특정 반  발달장애 등을 자

폐스펙트럼장애(ASD)라는 단일명칭으로 모두 통합하

으나 명칭의 타당성과 진단 거  자폐 정도 수

의 문제  등으로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5].

교육 장에서 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행동장애 

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이며[10], 학교에서 나타나는 충동조 장애, 폭력성, 과

잉행동장애, 주의력결핍장애, 우울증, 틱장애 등과 같은 

정신  문제, 정서불안 등과 학교폭력, 학교 부 응, 자

살, 스마트폰 독 등과 같은 문제 행동은 다른 사람들

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7] 정서치유 과정, 심성교육,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신건강에 한 

정서심리치료는 정신건강 향상과 도덕성 함양 모두를 

추구하는 모델의 치유  치료의 역할로[7] 정신건강 

치료과정에 한 빠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상 방의 정서를 단하기 해서는 

언어  정보와 비언어  정보를 활용한다. 얼굴표정을 

통한 인 계에서 태도를 결정을 하고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며[12], 언어  표  이외의 풍부한 의미 달과

[13] 상 방의 표정으로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은 인

계의 핵심으로 상 방의 표정을 통해 감정을 인지하

는 것은 인 계 기술에서 무엇보다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14]. 비언어  통로로 달되는 정서를 정확

하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능력은 인 계에서 정서, 사

고, 감정의 상호교환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하게 되

어[15] 원만한 사회 계 유지와 함께 정서  안정을 지

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정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은 사회  

상호작용을 해 필수 이며[16], 사회에서는 지능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보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인간

계와 처신을 잘해 성공 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17].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도덕성과 정신건

강 계에 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서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그 사회의 치료 문화 안에서  도

덕  책임을 갖는 것으로[18] 정서치료 지원의 조기

재는 아동기, 청소년기 발달과정의 불안정 시기에 안정

을 주고 이는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살아

가는 사회에 반  정신건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

이다.

1.4 정서장애와 표정
자폐스펙트럼 장애 진단 시 사회  의사소통  상호

작용, 그리고 제한 ∙반복 인 동작, 심 는 행동 

등의 지  능력이 개입된 외 , 지  활동을 이용하면 

심하게 과소진단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5]. 

따라서 의식  통제가 가능한 언어는 감성을 숨길 수 

있으나 얼굴 표정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일 성을 가

지고 표정은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며, 표정으로 감정

을 해석하는 능력은 인 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6]. 특히 아동기의 표정은 심리와 정서를 나타내고 발

달과정과 행동 수정의 지표로 문제행동을 찾아내는데 

활용 될 수 있다. 한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문화극

복을 한 정서 표 의 안으로도 표정 발달 분석의 

정량화는 교육과 정서치료, 재활, 복지 역에서 그 필

요성이 활용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다.

먼  사람의 정서 상태를 단하는 능력과 정서지능

을 알아보기 해 얼굴표정 읽기와 아동용 정서지능 척

도를 실시한 결과, 정서지능과 얼굴표정 읽기 능력 간 

정  상 을 보 고 연령증가에 따라 능력이 증가하

다[19]. 한 과 입만 제시한 경우보다 얼굴 체를 

제시했을 때 더 좋은 수행을 보이고, 그 결과 얼굴 표정

을 보고 타인의 정서를 단하는데 연령이 향을 주

며, 정서지능과 얼굴표정 읽기는 한 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20]. 특히 기본정서보다 복합 정서 일 때 얼

굴 표정 읽기 능력과 정서 지능 간에 높은 상 을 보

으며, 학령기  아동들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쾌정서

룰 불쾌정서보다 더 잘 읽었다[19].

1.5 정서와 양육환경과 표정
한부모 가정 양육환경에서 보면 어머니 양육 스트

스는 우울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해에 유의미한 향

을 주며[21], 아동은 부모의 갈등으로 아동 스스로 자기

비난과 을 느껴 우울 증상에 정 인 방향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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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을 다. 갈등의 성질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향에서 자아존 감이 우울증을 조 하는 효과가 있었

고, 아동을 상으로 자아 존 감 향상을 한 개입이 

건강한 정서발달을 돕는데 필요하다[22]. 한 불안정 

애착형성 아동은 얼굴표정을 부정확하게 인식하고[23], 

정서장애와 행동장애를 보이는 아동청소년 집단에서는 

표정 인식능력의 정확도와 심리  응이 유의미한 

계로 보고되며[24], ADHD 아동집단은 통제집단에 비

하여 얼굴표정 인식 정확도가 낮았다[25].

아동기 심리 정서  발달 과업에는 자아 존 감 형성

과 사회성 개발도 포함이 된다. 아동기는 지 , 사회 심

리  성장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가정에

서 부모가 온정 이고 수용 으로 지지한 아동은 높은 

자아 존 감을 갖게 되며, 이는 아동이 정 으로 행

동하고 동하며 좌 에도 견뎌 내고 자신의 행동을 자

랑스러워하게 되는 힘의 원천이 된다[26].

한 아동의 행복과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 련 변인 에는 부모-자녀 계가 행복에 유의미

한 향을 주며, 학교만족도와 지역 사회만족도가 행복

과 우울에 모두 유의미한 향을 주고 있으므로 아동우

울을 방하기 해서는 아동의 객 인 삶의 환경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아동이 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아동의 주  삶의 조건  환경

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27].

우리나라 아동들은 등학교 시기에는 행복이 높아

지지만 학교로 올라가면서 행복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주  안녕감에서 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개

인의 즉각 인 경험에 한 자발 인 반 이라면, 삶의 

만족도는 삶에 한 장기간의 평가를 나타낸다[29]. 아

동기의 지역과 사회로부터 보호받는 배려와 환경의 변

화를 한 정서치료의 빠른 지원과 개입은 삶의 만족도

를 가져와 오랜 일생에 거쳐 행복감을 주게 될 것이다

[28][30].

1.6 인지 행동치료와 표정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는 정신분석 치료에 한 안  입장으로써 행동치료

와 인지치료가 융합된 형태이며, 능동 이고 구조 인 

단기간의 심리치료의 형태로써 개인의 정서와 행동이 

체 으로 인지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 인 근

거에 기 를 두고 있다[31].

학 , 방임 등으로 인한 외상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

년을 상으로 인지행동치료 결과 폭력 행동을 하는 아

동을 상으로 그 효과가 확인[32]되고, 소득층 아동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정 정서 증가, 인 계 문제 

 신체증상과 행동 하의 감소에 효과 이었으며, 인

지행동치료 로그램은 소득층 아동의 부정  자동

 사고를 감소시켰다[33].

소득층 가정의 4-6학년 상의 인지행동 통합 술

치료 로그램을 실시하여 인지 , 정서 , 행동  자기

표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34], 소득층 아동ㆍ청소

년을 상으로 한 인지행동치료 로그램이 우울, 역기

능  태도, 사회  기술, 자아 존 감, 자기표  능력, 

자기주장 능력, 분노 표 , 공격성 등과 같은 여러 측면

에서 정 인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 고[33], Kiser

는 빈곤 아동을 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여 우

울감과 트라우마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 다[35].

특히 우울집단에서 표정변화를 유도하여 표정을 짖

는 것만으로도 정서변화가 가능하다는 안면 피드백 가

설[36], 얼굴반응 가정이론은 특정근육을 자극함으로써 

그에 응하는 감정이 유발된다는 인과 계로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14]. 이 같은 인지반응의 차이는 심박

동, 근 도, 압, 뇌의 반응 등을 특징한 생리학 분야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가능하며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은 

정  감정을 유발한다[14]. 따라서 정서장애 혹은 행

동장애의 경우 얼굴표정 인식을 한 개선과 표정 변화

를 한 다양한 교육방법론의 개발과 용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표정 변화를 통한 심리  행동장애의 방과 

치료에 효과 인 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7 인지 동작치료의 정의
본 연구에서의 동작치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간발달과정상 미성숙 단계에 있는 역별 움직

임, 동작과 행동을 성숙된 움직임, 동작과 행동으로 

발달해 가도록 지원해주는 과정이다( 역: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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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심리, 사회, 인지, 표 , 건강, 신체 등)

•동작: 자세, 태도, 모션, 마임, 운동, 움직임, 음성, 

발성, 시선운동을 포함한 모든 움직임과 행동

•성숙한 움직임 동작 행동을 해 효과 인 교육과 

치료 로그램을 어떻게?, 왜? 라는 에서 제시

하고 운 하며 발달변화를 찰하는 과정이다.

•동작치료 과정은 통합  로그램으로 운 하여, 

정서, 사회, 언어, 인지, 건강, 신체, 수리탐구, 창의

성, 표 능력, 운동능력, 술, 시지각  감각 응 

발달과의 계를 용 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유아부터 노년기, 장애 재활과정까지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인간발달 과정을 포함한다[37].

•인지동작치료: 상에게 용하고자 하는 인지  

치료과정을 동작 로그램을 활용하여 용하고, 

상 측정과 Kinematics 분석 결과를 재 , 

재 과정 에 본인에게 알려 치료 로그램의 목

과 의미와 방법론,  의의에 해 스스로 인지하면

서 극 인 치료과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인지 

동작치료라고 정의한다.

1.8 표정연구의 의의
사람의 얼굴에서 감정을 표 하는 요소는 , 썹, 

입술이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하며[38], , 코, 입, 귀, 

부분은 얼굴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미묘한 차이

로 상당히 다른 느낌을 다. 

다 이 분노, 기쁨, 공포 등의 정서가 세계 공통임을 

발견하고[39], 비교문화연구로 얼굴표정의 보편성[40]

과 다양한 정서 에서 기쁨, 분노, 오, 슬픔 ,두려움, 

놀람이 보편  문화의 정서  표정이라고 하고[41], 

Ekman[39]은 인간의 정서를 6가지(기쁨, 슬픔, 공포, 놀

람, 오, 분노)로 분류하 다. 한 Broucher와 

Ekman[42]은 공포와 슬픔은 과 꺼풀로부터, 기쁨

과 오는 뺨과 입으로부터 악됨을 밝혔다.

얼굴인식에서 Fraser, Craink, Parker는 놀란 얼굴과 

기쁜 얼굴을 인식하는 데는 입이 가장 우세한 특징을  

보이며[43], 서양인은 입을 통해 정서 인 정보를 인식

한다고 하 다[44]. Hanawalt는 행복한 표정을 읽기 

해선 입이 더 요하며 공포나 놀라움을 읽는 데는 

이 더 요 하다는 것을 밝 내었다[45].

감정합치 효과는 상 방의 얼굴표정을 모방할 때 상

의 감정을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46], 특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다른 사람의 얼굴표정을 

볼 때 동일한 감정에 응하는 자신의 뇌 부 가 무의

식 으로 활성화되는 결과는 신경학 으로 지지되고 

있다[47]. 그리고 고령에서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 상태 

읽기능력은 고령화 될수록 하되지만 쾌정서의 얼굴

표정은 상 으로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48].

얼굴표 에서 썹, , 동자, 입 등의 치, 크기, 

방향의 변화는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사람은 그것

을 해독할 수 있으며, 상 의 심리를 읽고자 할 때 과 

입에 주목을 하게 된다[49]. 한 사람의 얼굴에서 감정

을 표 하는 요소는 , 썹. 입술이 가장 요한 역할

을 담당하며[50],  코 입 귀 부분은 얼굴에서 작은 부

분을 차지하지만 미묘한 차이로 상당히 다른 느낌을 주

며 좌우가 정확히 칭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비 칭  

표정은 뺨의 얼굴신경핵(facial nerve nucleus)이 수많

은 상  운동신경망으로부터 명령을 입력 받아 다양한 

세포체들이 자극받은 패턴에 따라 근육을 수축 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데, 얼굴의 양면이 유사하지 않다면 상  

신경망으로부터 유사하지 않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설

명 하고 있다[51]. 다음의 [표 1]은 각각의 근육들이 표

정기능과 어떤 상호 계를 갖는지에 한 자료이다. 표

정을 보면 련된 근육의 기능을 역 추 하는 생체역학

 근거가 되는 것이다.

번호  근육명칭  기   능
1 안륜근 눈을 감거나 가늘게 뜬다.
2 상안검거근 놀라 눈꺼풀을 위로 올린다.
3 고유구순거근 윗입술을 들어올린다.
4 대관골근 미소를 만들어 입 꼬리를 위로 올린다.
5 소근 입의 양쪽을 모으거나 밖으로 당긴다.
6 전두근 놀랐을 때 눈썹을 잡아당기고 이마를 찡그리

게 한다.
7 구륜근 입술 안과 주위에 있으며 입술을 안으로 잡

아당겨 오므리게 한다.
8 추미근 눈섭을 가운데로 잡아당겨 수직으로 주름이 

만들어 진다 불쾌한 표정에  관여
9 구각하제근 입 꼬리를 아래로 당긴다.
10 하순하제근 아랫입술을 아래로 잡아당긴다.
11 이근 아랫입술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한다.
12 비근근 눈썹을 아래로 끌어당긴다.[24]

표 1. 근육과 표정기능의 관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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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정연구의 영상분석과 Kinematics 연구의 필
요성

다음의 [표 2][표 3]은 얼굴 표정 연구에서 분석 하고

자 하는 얼굴의 치 에 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로 

Kinematics 분석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감정표  

시에 나타나는 특징 의 치와 변화를 제시한 연구이

다.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표정 인식 도구에서 감정의 

표정을 찾으면, 그때 특징 의 상태가 어떤지를 밝

다. 그러면 피크 임에서 FACS 코더에 의해 코딩 

된 빈도를 [표 3]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두 표를 기 으

로 감정의 변화 시에 얼굴 특징 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얼굴 부 의 움직임이 어떻게 발생하

는지를 심으로, 표정 변화에 따른 연구 결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연구보고들이다.

Emotion
Criteria. image-The Computer Expression 
Recognition Toolbox (CERT)

Angry
AU23 and AU24 must be present in the AU 
combination

Disgus Either AU9 or AU10 must be present
Fear

AU combination of AU1+2+4 must be present, unless 
AU5 is of intensity E then AU4 can be absent

Happy AU12 must be present
Sadness 

Either AU1+4+15 or 11 must be present. An 
exception is AU6+15

Surprise 
Either AU1+2 or 5 must be present and the intensity 
of AU5 must not be stronger than B

Contempt AU14 must be present (either unilateral or bilateral)

표 2. 기준 이미지 표정 인식도구(CERT):
      Gwen Littlewort1, Jacob stc[52]

AU  Name N AU Name N AU  Name N

1 Inner Brow Raiser 173 13 Cheek Puller 2 25 Lips Part 287
2 Outer Brow Raiser 116 14 Dimpler 29 26 Jaw Drop 48

4 Brow Lowerer 191 15 Lip Corner 
Depressor 89 27 Mouth Stretch 81

5 Upper Lip Raiser 102 16 Lower Lip
Depressor 24 28 Lip Suck 1

6 Cheek Raiser 122 17 Chin Raiser 196 29 Jaw Thrust 1
7 Lid Tightener 119 18 Lip Puckerer 9 31 Jaw Clencher 3
9 Nose Wrinkler 74 20 Lip Stretcher 77 34 Cheek Puff 1

10 Upper Lip Raiser 21 21 Neck 
Tightener 3 38 Nostril Dilator 29

11 Nasolabial 
Deepener 33 23 Lip Tightener 59 39 Nostril

Compressor 16

12 Lip Corner Puller 111 24 Lip Pressor 57 43 Eyes Closed 9
. Frequency of the AUs coded by manual FACS coders on 7the CK+ database 
for the peak frames

표 3. 코더의  코딩  빈도(피크 프레임에서)[52]

정서변화에 의한 자기표  얼굴표정 연구의  

kinematics 상분석 결과[표 4]에서는 [23] 기존의 연

구결과들과의 차별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목표 본연구의 결과 선행연구와의 연  차별성

정량적 
영상 
분석법 
개발

표정의 정량적 영상 
분석법을 개발 하였
다.

대부분의 표정연구가 정성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법의 
개발이 가장 큰 차별성을 갖는다.

표정의 
남녀 
차이

표정에는 성별에 의
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성이 표정과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이 
크고{9,10,1], 표현도 여성이 크다고
[5]하였으나,  본 연구결과 통계적인 유
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놀람을 제외한 모든 
표정에서 여자의 표
정변화는 남자보다 
컸다, 

이는 Hall[9]의 보고와 같이, 여성이 남
성에 비해 더 표현적이라는 연구와 유
사하였다

얼굴 
변위 
값의 
위치별 
차이

 표정에는 위치(특
징점)별  변위 값의 
차이가 있었다.

사람의 얼굴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요소
는 눈, 눈썹, 입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보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량
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정변위의 차이에 
따른 정서의 순서를 
알 수 있었다.

변위 평균 크기에 따른 표정을 비교하
면, 놀람, 슬픔, 분노, 공포, 행복, 유혹, 
기쁨의 순이란 결과를 새롭게 도출하였
다. 

 놀람, 슬픔, 분노, 
공포 등 불쾌한 정서
들로 표정변화가 컸
으며,  행복, 유혹, 
기쁨 등 쾌의 정서가 
표정 변화가 적었다.

쾌정서와 불쾌정서의 표정 변위의 차이
를 찾아냈으며, 이는 긍정적인 감정보
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하게 작용
한다.[10]는 선행연구 자료에 기초하
여, 정량화 된 결과를 도출하는데 의미
가 있었다.

표정의 
우세 
위치점 
측정

표정변화에는 입을 
중심으로 좌입 꼬리
와, 아랫입술이 표정 
변화에 우세적으로 
역할수행을 하였다. 
기쁨결과에서도 좌
우입 꼬리가 우세하
였다.  

이는 놀란 얼굴과 기쁜 얼굴을 인식하
는 데는 입이 가장 우세하다는 연구와
[4], 행복한 표정을 읽는데 입이 더 중
요하다는[21] 연구와 동일하였고, 이 
결과를 정량화 할 수 있었다.

표정과 
한국문화 
예술 

컨텐츠의 

 한국인 표정의 특
징 연구로 예술과 영
상 문화콘텐츠 분야
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미국 등 표정 콘텐츠 문화의 제공
방법에서 감성적, 문화적 주체성이 상
실되는 위험성과 문화적 식민화 현상이 
촉진되고 있다.[27]는 보고에 대한 구
체적 대안 제시로 한국적 표정의 특징
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표 4.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및 차별성[16]

한 놀란 얼굴과 기쁜 얼굴을 인식하는 데는 입이 

가장 우세하고[44], 행복한 표정을 읽는 데는 입이 더 

요하 으며[16][48], 특히 기쁨은 좌우 입꼬리로 표

을 하 다[16].공포와 슬픔은 과 꺼풀로 악된다

는 Broucher와 Ekman의 보고와[11][16] 남녀 모두 슬

픔, 분노, 놀람, 공포에서 공통으로 썹을 변화시켜 표

정을 나타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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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성별 학년 생년월일 연령 비고

1 NTM 남 초2 2003.3 9 모자가정, 
과잉행동장애

표 5. 대상 아동

2 KJE 남 초2 2003.11 10 모자가정, 
우을증 

3 JSY 여 초3 2002.8 10
기초수급가정, 
뇌성마비,
낮은지능

4 JSG 남 초3 2009.1 9 모자가정, 
과잉행동장애

 사회 계에서 표정이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보

다 요하며, 특히 인간 계속에서 정서  스트 스와 

심리불안  신뢰와 안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로서 

표정에 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분야이다. 표정에 

한 상분석  정량  자료 제시는 복잡 다양한 인간

사회 문제의 안으로 정서와 행동장애 문제의 해결방

안으로 치료  방을 해 필요한 분야인 것이다. 특

히 사람의 감정을 상으로 상분석을 하는 

kinematics 분석 연구는 사람 간 사회 계 형성에 기여

하고 인간발달과정에 있는 행동장애, 정서장애 방을 

한 복지와 교육 장의 용으로 감성공학과 행동이

라는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 연구 목적
본연구의 목 은 

•인간발달 과정의 감정표  움직임, 자세, 동작, 행

동에 한 상측정  kinematic 분석법 용을 

한 기  자료화 

•정서  행동치료의 상분석을 통한 시각  정량

화 분석법 개발

•인지동작치료가 표정발달 변화에 미치는 향 분석

•장애와 유아  노년기  언어소통이 어려운 

상의 문제행동 측정  분석법 용의 확 를 한 

기  자료화에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방법
1.1 대상아동 배경
C지역 사회복지 부서로부터 정서장애아로 선별되어 

“정신건강치료 로그램”을 의뢰받은 아동4명

1.2 대상아동

 

1.3 동작 치료 프로그램 운영 기간
2011. 9월-2011.11월 8주

1.4 프로그램 운영장소
C 학교 행동 발달실험실

1.5 인지 동작치료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본 연구의 정서  행동장애 치료를 한 동작 로

그램의 구성은 아동 발달에 합한 신체활동 심의 일

상생활 련 놀이로, 역별 통합을 목 으로 로그램

을 구성하 다. 이에 본 연구는 동작치료를 통한 아동

과의 근으로 라포 형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 고, 

정서  행동장애 아동을 상으로 감성, 감각, 운동, 동

작 등의 통합  동작치료 로그램을 개발 용하 다. 

특히 충동 이고 과잉행동 아동을 상으로 천천히 그

리고 시간차 지연동작을 구성하여 스스로 인지하고 행

하는 인지동작치료 로그램으로 구성하 다. 통합

(Integrative), 인지 (Cognitive), 놀이 심 (Play & 

Physical) 동작치료(Movement Therapy) 로그램을 

주 1회 각 3시간씩 실시하고, 매시간 찰 후 피드백을 

통한 개별 로그램을 용하 다.

(1) 정서  행동장애 치료를 한 인지동작 로그

램의 운  목

⓵ 아동들의 ‘천천히‘에 한 정서 , 심리  신체  

인지과정과 이해

⓶ 일상행동에서 천천히 과제수행을 통한 시간과 체

감으로의 이해

⓷ 천천히 과제 수행을 통한 감각신경계와 근 골격계

의 조 능력, 응능력 계 이해  능력향상

⓸ 아동 스스로 행동조 을 할 수 있도록 주도  동

작 시행과 정서  안정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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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 동작치료 로그램의 실제

⓵ 자세 치료 로그램

   음악 치료와 동작치료를 통한 정서안정 치료 로

그램

⓶ 호흡조  행동 로그램: 

   심리  안정을 한 복식호흡과 긴 호흡 조  

⓷ 감각 응 로그램

⓸ 아동 요리 치료 로그램: 일상생활 동작  식사

행동 치료  정서안정치료 

⓹ 조형 활동을 통한 통합  자세 치료 로그램

⓺ 식사 행동 로그램

⓻ 수리와 탐구를 통한 통합  인지발달 동작 로그램

➇ 상 측정한 동작  행동, 표정에 한 아동상담

2. 측정 및 분석방법
2.1 영상 측정영역
•표정 측정

•자세 측정  

•족  측정

•이동동작 측정

•치료 로그램

2.2 영상 측정
•1차 상 측정:  로그램 시행  자세 ,표정, 이동

동작

• 상을 통한 행동 찰: 작업치료 공자 10명의 

찰자에 의한 행동 찰 평가로 찰자 오류의 범

를 낮추고 다자평가  토론으로 문제행동 평가

•문제행동을 심으로 매시간 로그램 수행과정의 

행동수정과정을 상평가

• 로그램 시행 후로 표정과 자세의 상 분석 

2.3 표정의 영상분석
기쁨과 행복 표정을 동작치료 과 8주 후 2D이미지

에서 좌우 입꼬리와 코끝 앙각을 측정하여 각도 비교

를 하 다. 기쁨과 표정 변화의 기 은 Patrick 

Lucey[27], Kaili Zhao[28] 등의 연구자료  AU12를 

기 으로 분석하 다.

2.4 통계분석
SPSS 19버 을 사용하여 응표본 T검증을 시행하

다.

Ⅲ. 결과 

1. 영상측정 및 인지동작치료 프로그램의 실제
1.1 자세 영상측정

자세를 측정하여 척추측만을 관찰하고, 아동들에게 자기 자세에대한 지식
과  바른 자세와 동작 치료프로그램에대한 필요성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

그림 1. 자세측정

1.2 발 형태측정

발형태를 측정하여 아동들에게 자세와 보행과의 관계를 관찰하고 아
동과 상담 하였다.

그림 2. 족적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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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동동작 영상측정

Rocomotion동작을 측정하고 이동동작의 필요성과  인지 동작발달에 
대한 아동들과 상담을 통해 동작치료의 필요성 이해를 위해 측정하였
다

그림 3. 이동동작 측정

1.4 표정 영상측정

정서와 표정관계를 이해하고, 자기표현의 표정과 타인 표정을 통해 정
서능력를 이해하고 사회적 대인관계를 높이기 위한 정서지능 향상을 위
해 측정하였다

그림 4. 표정 영상측정

1.5 요리감각 통합 프로그램

정서적 불안에서 오는 식욕억제의 어려움을 제어하고,  통합 요리치료
를 통한 감각통합, 식사행동 지도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림 5. 요리감각 통합치료 프로그램

1.6 인지동작 치료 : 천천히 시간인지 동작치료

과잉행동장애와 우을증, 뇌성마비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
들의 행동과 인지동작 제어 능력발달을 위해, 천천히 스스로 조절 하는 
인지 동작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림 6. 천천히 시간인지 동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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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리 탐구 통합적 인지동작치료

수리 및 탐구영역 통합을 위한 인지 동작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지적 경도장애아동의 통합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림 7. 인지동작치료 프로그램(수리 탐구 통합)

1.8 자세 발달을 위한 인지동작치료

척추측만과, 전만에 대한 자세변형 교정을 위해 동작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림 8. 자세 인지동작 치료프로그램

1.9 통합적 감각협응 동작놀이 치료프로그램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정서적 감성향상을 위한 통합적 인지동작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림 9. 통합적 감각협응 놀이 치료프로그램

1.10 복식호흡 긴 호흡을 위한 인지동작 놀이치료

깊은 호흡, 복식 호흡, 긴호흡을 조절하면서 천천히 조절능력과 충분한 
산소공급으로 과호흡을 억제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익히기 위한 호흡 
놀이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림 10. 호흡 조절 프로그램

1.11 소근협응 감각통합 동작놀이 치료프로그램

시지각 및 소근협응을위한 감각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림 11. 소근협응을 위한 감각통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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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소근협응 감각통합 인지동작 치료프로그램

시지각, 소근협응과 감각통합 및 바른자세를 위한 조형놀이를 시행
하였다

그림 12. 조형활동과 자세 통합치료프로그램

2. 결과: 정서와 표정변화 영상분석
2.1 Facial emotion Kinematics Analysis

1.영상자료의 동작치료 
전후-기쁨표정

2.영상자료의 동작치료 
전후-행복표정

3.동작분석:동작치료 
전과후-기쁨표정

4.동작분석:동작치료 
전과후-행복표정

Facial emotion Kinematics 
Analysis 

Facial emotion 
Kinematics Analysis 

그림 13. 이미지와 동작분석으로 본 아동의 표정변화

(1) 기쁨 표정: 상분석을 한 의 사진을 보면 과 

입의 변화, 특히 입의 표정이 변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2) 행복표정: 사진  상을 보면 입모양의 형태  

변화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Kinematics 

Analysis를 한 아래 사진을 보면 입이 좌우로 길

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좌우 입꼬리와 

코 앙을 연결한 삼각형 각도를 측정하 다. 좌

우 입꼬리가 길어지고 양 끝 각도가 좁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정을 kinematics 분석한 [표 2] Happy는 “AU12 

must be present”이며, [표 3] AU12는 “Lip Corner 

Puller”로 분석되었다[52]. 본 연구 결과에서도 patrick

등의 kinematics 분석과 동일하게 입코 가 당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 아래 Kinematics Analysis를 통한 표정동작분

석에서는 입모양과 의 변화가 입의 양끝(코 )이 당

겨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좌우 입꼬리와 코 앙

을 연결한 삼각형 각도를 측정결과 좌우 입꼬리가 길어

지고 양끝 각도가 작아져 patrick[52] 등의 kinematics 

분석과 동일한 결과 으며 각도로 정량화 할 수 있었다.

2.2 각도 변화로 본 정서장애 아동들의 동작치료 전과 
후의 표정변화 결과

표 6. 동작치료 시행전(1)과 후(2)의 좌,우 입꼬리와 코끝 
사이각 변화
아동 우입끝각도 좌입끝각도 코끝각도

KJE기쁨1 전 36.97369 41.36833 101.658
KJE기쁨2 후 45.48692 46.76512 87.74796
KJE행복1 전 46.1425 43.21735 90.64015
KJE 행복2 후 39.13526 45.66116 95.20357
NTM기쁨1 전 40.76594 45.2748 93.95926
NTM기쁨2 후 30.34325 36.02737 113.6294
NTM행복1 전 38.9589 45.05753 95.98358
NTM행복2 후 31.67953 34.10871 114.2118
JSY 기쁨1 전 36.24714 46.95993 96.79293
JSY 기쁨2 후 12.92925 18.53108 148.5397
JSY 행복1 전 45.29345 53.68293 81.02363
JSY  행복2 후 17.41423 32.04654 130.5392
JSG 행복1 전 51.82444 50.44033 77.73523
JSG행복2 후 31.54834 33.12464 115.327
JSG기쁨1 전 50.37922 40.804 88.81678
JSG기쁨2 후 24.6559 28.4742 126.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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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T검정 대응표본 통계량
평균 N 표 편차 평균의표 오차

좌입끝
사전각A 43.3232 8 5.97450 2.11230
사후각A 29.1491 8 10.69855 3.78251

우입끝
사전각B 45.8506 8 4.42550 1.56465
사후각B 34.3424 8 9.07524 3.20858

코끝a과양입
꼬리사이각

사전각C 90.8262 8 8.11419 2.86880
사후각C 116.5086 8 19.36951 6.84816

표 8. 대응표본T검정(대응1:좌입끝,2:우입끝,코끝과 입사이
각)

응차

t
자유
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
편차

평균의
표
오차

차이의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좌입끝사전각A 

- 
사후각A

14.17 12.364.37066 3.83912 24.50903 3.243 7 .014*

우입끝사전각B 
- 

사후각B

11.51 11.394.02925 1.98063 21.03596 2.856 7 .024*

코끝과
양입
꼬리
사이각

사전각C 
- 

사후각C

-25.6822.838.07059 -44.76627 -6.59847-3.182 7 .015*

*p<.05

인지 동작치료 과 후의 아동들의 표정을 비교한 각 

T검정 응표본 통계량 결과, 평균을 보면 오른입끝 도 

평균은43도에서 29도로, 왼쪽입끝 각도평균은 45도에

서 34도로 감소하 다. 코끝과 좌우 입꼬리를 연결하는 

각도평균은 90도에서 117도로 증가하 다.

이 결과는 동작치료 에 비해 동작치료 후에 기쁨과 

행복 표정에서 입꼬리가 으로 길게 변화하 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인지동작치료 과 후의 응표본T검정 결과 95%의 

신뢰구간에서 오른입꼬리, 왼입꼬리, 양입끝과 코 사이

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본 연구에서 

용한 인지동작치료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의미있는 

정  효과를 기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아동이 자기 

표정을 표 하는데  표정발달변화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표 9. 대응표본 상관계수(대응1:좌입끝, 2:우입끝, 코끝과 
입사이각)

N 상 계수 유의확률

좌입끝 사전각A & 사후각A 8 -.021 .961
우입끝 사전각B & 사후각B 8 -.348 .399

코끝과양입꼬리사이각 사전각C & 사후각C 8 -.255 .543

좌입끝, 우입끝, 코끝과 양 입꼬리 사이각으로 본 인

지동작치료 과 후 상 계를 비교해본 결과 왼입은 

.021. 오른입은 .0348 코 앙과 입꼬리와의 각은 .255로 

감소하는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IV. 논의

1. 생체역학과 감성공학의 융합연구로 보는 표정
발달의 Kinematics analysis의 의의

본 연구는 상을 통해 기쁨과 행복이라는 사람의 감

정과 정서변화를 얼굴표정을 상으로 kinematics 

analysis를 통한 정량화 분석에 의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 다. 즉 인간발달이라는 인문학  학문  기반을 신

경과학, 심리학, 운동학습, 근육생리학 등의 분야에 축

된 행동과학 자료와 이론들과 함께 생체역학과 인체

운동 분석, 운동조  분야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한 분

야[1][54][55]로 융합하는 과정을 시행하 다. 이는 

Yuichi Kobayashi[3]가 상을 통한 인간발달 분석 방

법이 발 해 감에 따라 미래 연구는 인간의 움직임이 

각 감정과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한 동작추출과 개인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법의 측정과 데

이터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으

로 감정의 표 인 표정의 상측정을 통한 찰과 

kinematics analysis를 통한 동작추출과정을 통해 개인

감정을 설명하고자 하 으며, 그러한 결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시사 이 강조된다.

2. 생체역학적 관점의 표정근 영상분석의 시사점
인지 동작치료 로그램 시행 과 후의 표정변화를 

보면, 입을 심으로 좌입꼬리, 윗입술이 우세하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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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기쁨은 좌우 입꼬리가 우세하다고 한 연구[16]와 

같이 아동들도 기쁨에서 좌우 입꼬리가 우세하 다. 이

는 입꼬리를 로 올려 미소를 만드는 골근의[16]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것으로, Emotion의 kinematics 

분석을 한 기  [표 2]에서 Happy는 “AU12 must be 

present”이며 [표 3]에서 AU12는 “Lip Corner Puller” 

로 분석된다는 것과[52] 동일하 다. 입꼬리가 당겨졌

으며, 좌우 입꼬리와 코 앙을 연결한 삼각형 각도를 

측정결과 좌우 입꼬리가 길어지고 양끝 각도가 좁아져 

patrick[52] 등의 kinematics분석과 동일하게 입꼬리가 

당겨졌다는 것을 각도로 정량화할 수 있었다.

3. 정서 및 행동장애아의  영상분석에 의한 표정변
화 정량화의 의의
행복과 같은 쾌정서는 표정 변 의 변화가 어[16] 

행복의 표정변화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하

으나, 본 연구 결과 좌우 입꼬리와 코 앙을 연결한 

삼각형 각도 측정의 상분석으로 행복의 표정 변화를 

정량  측정을 할 수 있었다. 즉 육안  찰로 측정하

기 어려운 행복표정을 상분석이라는 분야의 용으

로 찰하고 그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결과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4. 표정의 정량화에 의한 인지 동작치료 효과의 시
사점 
우울집단에서 표정변화를 유도하여 표정을 짓는 것

만으로 정서변화가 가능하다는 안면피드백가설[36], 얼

굴반응가정이론은 특정근육을 자극함으로써 그에 응

하는 감정이 유발된다는 인과 계로 요한 부분을 차

지[14]한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마련된 본 연구의 인지

동작 치료 로그램은 정서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즐

거움의 정서를 유발하는 로그램 재를 하는 것으로, 

결국 즐거움과 행복의 표정을 스스로 변화시켜 발달할 

수 있었던 결과로 그 의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인지반

응의 차이는 심박동, 근 도, 압, 뇌의 반응 등을 특징

한 생리학분야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자연

스럽게 웃는 표정은 정  감정을 유발한다[14]. 따라

서 정서장애 혹은 행동장애의 경우 얼굴표정 인식을 

한 개선과 표정 변화를 한 다양한 교육방법론의 개발

과 용의 필요성으로 본 연구의 인지동작치료 로그

램은 정서장애, 행동장애의 치료에 효과 인 략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인지행동치료 로그램은 소득층 아

동의 부정  자동  사고를 감소시키고[33], 인지행동 

통합 술치료 로그램을 실시하여 인지 , 정서 , 행

동  자기표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34], Kiser는 빈곤 

아동을 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여 우울감과 

트라우마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 고[35], 인지

행동치료 로그램이 우울, 사회  기술, 자기표 능력, 

분노표 , 공격성 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정 인 

효과를 나타냄[33]과 같이 인지동작치료도 우울과 정서

장애 행동장애를 겪는 아동들에게 정  효과가 있었

음을 시사하 다.

5. 표정의 영상분석과 kinematics analysis에 
의한 신경전달정보 예측의 시사점

인지 동작치료 과 후, 아동들의 표정을 비교한 결

과Emotion의 kinematics 분석표의 Patrick[52] 변화와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고, 기쁨과 행복 표정에서  

오른입끝 각도 평균은 14도, 왼쪽 입끝 각도평균은 11

도로 좌우가 다르게 감소하 다.  코끝과 좌우 입꼬리

를 연결하는 각도평균은 27도로 증가하 다. 얼굴표정

에서  입 등의 치 크기 방향의 변화는 의미있는 단

서를 제공하고, 상 의 심리를 읽고자 할 때 과 입에 

주목을 하게 된다[49]. 한 사람의 얼굴에서 감정을 표

하는 요소는 , 입술이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하

며[50], 미묘한 차이로 상당히 다른 느낌을 주면서 좌우

가 정확히 칭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비 칭  표정은 

뺨의 얼굴신경핵(facial nerve nucleus)이 수많은 상  

운동신경망으로부터 명령을 입력받아 다양한 세포체들

이 자극받은 패턴에 따라 근육을 수축 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데, 얼굴의 양면이 유사하지 않다면 상  신경망

으로부터 유사하지 않은 명령을 받은[51]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했던 아동들도 입꼬리 각도가 좌우 다르

다는 것을 측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좌우 뇌의 명령이 

다르게 달되고 있다는 것을 측할 수 있는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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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분석과  kinematics analysis에 의해 육안으로 찰 

불가능한 것을 찰하여 교육과 치료에 용할 수 있다

는 을 시사하 다.

6. 정서장애 아동의 표정분석에 의한  인지동작치
료의 효과

인지동작치료 과 후의 응표본T검정 결과 95%의 

신뢰구간에서 표정의 변화가 정 .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용한 인지 동작치료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 다. 한 아동이 기

쁨과 행복이라는 감정을 표정으로 나타내는데  patrick 

등의 kinematics분석결과의 이미지표정 인식도구표 

“AU12 must be present”,  FACS 코더의  코딩  빈도표 

“Lip Corner Puller”[52]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얼굴 표정을 kinematics 분석한 결과인 양

쪽입 코  각도에서 유의미하게 좁아지며 입 코 를 

으로 끌어당기는 결과를 나타내는 각도에 의한 정량화

는 정서장애 아동에게  정서발달과 표정발달변

화에 효과 이었다. 본 연구의 인지 동작 치료 로그램

을 통해 아동의 정서지능과 표정의 표 능력 증가 등에 

한 유의미한 결과는 인지행동치료가 학 , 방임 외상

아동에게 효과가 있었으며[32], 소득층 아동의 우울 

감소[33], 인지 , 정서 , 행동  자기표  향상[34], 사

회  기술, 자아존 감, 자기표  능력, 자기주장 능력, 

분노표 , 공격성 등과 같은 측면에서 정 인 효과를

[33] 나타내었다는 보고와 같이 인지동작치료도 정서장

애, 행동장애 아동에게 정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인지 동작 치료 로그램은 정서  행동장애 

아동에게 스스로 기쁨과 행복표정을 표 하는 데에 의

미 있는 로그램이었다는 것을 시사하 다.

아동 행동장애 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주

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이며[10], 학교 장에

서 나타나는 충동조 장애, 폭력성, 과잉행동장애, 주의

력결핍 장애, 우울증, 틱장애 등과 같은 정신  문제, 정

서불안 등과 학교폭력, 학교 부 응, 자살, 스마트폰 

독 등과 같은 문제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요하다고 하 다[7].

한 지역사회에서 도덕성과 정신건강 계에 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서  치료문화를 지원

하는 것이 그 사회문화의 도덕  책임을 갖는 것이라고 

하 다[18]. 이처럼 교육 장과 지역사회의 복지 장

에서 아동행동장애의 조기 발견을 해 상 찰법은 

일반 인 찰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표정을 통한 정서

장애 행동장애를 발견하고 측정 분석하는데 유의미하

다.

아동들은 등학교 시기에는 행복이 높다고 하지만

[28]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우울증을 동반하거나 

과잉행동장애, 틱의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 기쁨과 

행복 표 을 표정을 통해 나타내지 못하거나 우울증과 

함께 자기비난을 자주 하 으며, 부분이 한부모가정

의 아동들이었다. 부모의 갈등으로 아동은 자기비난  

우울증상에 향을 받으며[21], 한부모가정 등 어머니 

양육스트 스로 우울과 사회성 발달 해를 다고 한

다[22]. 한 우울과 부모 갈등을 겪는 가정의 아동은 

정서지능과 얼굴표정 읽기 능력 간에는 정  상 계

를 나타내며, 한 연령증가에 따라 그 능력이 증가하

여야[19] 함에도 불구하고 정서지능이 발달하지 않고 

있는 환경에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인지동작치

료 로그램을 통하여 얼굴표정을 스스로 표 하거나 

타인의 표정을 읽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정서지

능과 사회성 발달에 정 인 결과 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인지동작 치

료 로그램을 용한 결과로써 정 인 효과를 나타

냈으며, 이를 토 로 정서, 심리 등 발달 변화 측정에 어

려움이 있거나 언어에 의한 자기표 이 어려운 아동이

나 노인  환자들에게도 확 용이 가능한 기  자료

로 쓰여질 것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아동의 성장 과정  발달의 문제는 다양한 역(인

지, 정서, 사회, 심리, 언어, 신체, 탐구, 술발달 등 기

타 모든 역)의 요인에서 시작되어 타 역에 향을 

주면서 복합 인 발달 장애의 결과로 나타난다. 아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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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애 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심리  문제, 정서불안 등과 학교폭력, 

학교 부 응 등과 같은 문제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

해를 주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요하다[7].

지역사회에서 도덕성과 정신건강 계에 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서  치료문화를 지원하는 

것이 그 사회문화의 도덕  책임으로, 지역 공공기 의 

사회복지과에서 정서장애치료의 필요성을 가진 모자가

정,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뇌성마비  지 장애를 가

진 아동들을 상으로 조기 발견과 재를 해 아동발

달에 합한 인지통합을 한 동작치료 로그램을 수

행 하 다.

본연구의 목 은

•인간발달 과정의 감정표  움직임, 자세, 동작, 행

동에 한 상측정  kinematic 분석법 용을 

한 기 자료화 

•정서  행동치료의 상분석을 통한 시각  정량

화 분석법 개발

•인지동작치료가 표정발달 변화에 미치는 향 분석

•장애와 유아  노년기   언어소통이 어려운 

상의 문제행동 측정  분석법 용의 확 를 

한 기 자료화에 있다.

방법론으로는 인간발달을 기반으로 신경과학, 생체

역학, 심리학, 운동학습, 근육 생리학 등의 분야에 축

된 행동과학 자료와 생체역학과 인체운동 분석, 운동조

 분야를 기반으로 인지 동작치료에 한 로그램을 

정서장애 아동들에게 용하여, 인간의 움직임이 각 감

정과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한 표정 동작 추출과 개

인감정  정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 연구 다.

특히 상측정과 Kinematics 분석을 통해 기쁨과 행

복이라는 사람의 감정과 정서변화를 데이터화 하 으

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기쁨과 행복이라는 사람의 감정과 정서변화인 

얼굴표정을 상으로 한 kinematics analysis로 시각  

자료와 정량  데이터 결과를 도출하 다. 이는 생체역

학과 감성공학과 정서발달의 융복합연구로 감정의 표

인 표정발달의 kinematics 분석 결과로, 인간발달 분

석 방법이 발 해 가면서 미래 연구는 인간의 움직임이 

각 감정과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한 동작추출과 개인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법의 측정과 데

이터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3] 보고처럼, 본 

연구는 인간발달이라는 인문학  기반과 신경과학, 심

리학, 운동학습, 근육 생리학 등의 분야에 축 된 행동

과학 자료  이론들과 함께 생체역학과 인체운동 분

석, 운동조  분야의 연구 분야[1][54][55]로 융합 용

하는 과정을 거쳐 인간발달에 한 상분석과 키네마

틱 분석법 용방법론을 개척의 기  자료를 만들 수 있었

다. 

표정 변 의 변화가 어[16] 행복의 표정 변화를 측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하 으나, 본 연구의 상

분석을 통해 육안  찰로 측정이 어려운 행복표정을 

키네마틱분석 분야의 용으로 찰하고 그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어 표정의 상분석과 kinematic 분석방법

론으로 인간발달에의 용 방향을 열수 있었다. 즉 

상분석을 통해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행복표정의 정량

화로 정서표 의 표정이 의미있게 변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상측정  분석법은 아동의 문제행

동을 찾아내고, 아동행동장애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가 가능하고,  정서 심리치료의 정량  분석법으로 유

의미하 다.

둘째. 인지 동작치료 로그램 시행 과 후의 표정

변화를 보면, 입을 심으로 좌입 꼬리, 윗입술이 우세

하게 수행하며, 기쁨은 좌우 입꼬리가 우세하다고 한 

연구와 같이 입꼬리를 로 올려 미소를 만드는 골

근의[16]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것을 시사하며, 

patrick 등의 kinematics 분석과 같이 입코 가 당겨졌

으며, 좌우 입꼬리와 코 앙을 연결한 삼각형 각도를 

측정결과 좌우 입꼬리가 길어지고 양 끝 각도가 작아진 

데이터를 추출하여 입코 가 당겨졌다는 것을 각도로 

정량화 할 수 있었다. 표정의 상분석과 Kinematics 

Analysis에 의한 정량  표정분석결과는 상 신경 달

정보 측이 가능하여 좌우 뇌의 명령정보와 신경 달

과정을 측할 수 있어 상분석과 Kinematics 

Analysis는 육안으로 찰 불가능한 부분의 시각  

찰과 정량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과 재활치료에 

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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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간발달분야 연구의 융복합  용의 방향을 

열수 있었고, 상측정  키네마틱 분석법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찾아내고 아동 정서  행동장애에 조기 발

견과 조기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정서 행동치료의 정량

 분석법으로 유의미하 다.

셋째. 인지 동작 치료 로그램은 정서  행동장애 

아동에게 스스로 기쁨과 행복표정을 표 하는 데에 의

미 있는 로그램이었다. 따라서 정서장애  행동장애

의 경우 얼굴표정 인식을 한 개선과 표정 변화를 

한 다양한 교육방법론 개발과 용의 필요성으로 본 연

구의 인지 동작치료 로그램은 정서장애, 행동장애의 

치료에 효과 인 략이 될 수 있었다. 인지동작 치료 

로그램을 통해 감정 변화에 따른 표정의 자기 표  

능력향상을 분석한 결과 지 까지의 연구 보고와 같이 

정서지능 발달과 우울 감소, 사회  기술, 자아 존 감, 

자기표 능력 향상, 자기주장 능력향상, 분노표  감소, 

공격성, 감소등과 같은 측면에서 정 인 효과로 해석

되어 인지 동작치료가 정서장애 아동을 한 로그램 

용으로 의미가 있었다.

넷째.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를 통해서 정서  행동

장애 아동이 스스로 감정을 표 하며 기쁨과 행복표정

을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표정

상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장애와 

유아  노년기  언어소통이 어려운 상의 경우도 

본 연구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

어 얼굴표정을 통한 감정인식을 이해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기  자료는 감정의 

사회  상호작용이 어려운 상들에게 감정표 의 

상측정을 통한 Kinematic Analysis의 용의 확 에 

의한 효과를 기 할 수 있음을 측할 수 있었다.  

VI. 연구의 제한점과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C지역 사회복지 부서로

부터 가정환경, 학교환경, 의료 환경 등의 평가에 의해 

정서 장애아로 선별되어 “정신건강 치료 로그램” 

재를 의뢰받은 아동 4명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신체 , 

정서 으로 동일한 상황이 아닌 각기 다른 특별한 개별

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동일 상이 아님에서 오는 

재 로그램 용에 한계가 있었다. 한 복지행정 지

원부서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에만 의존함으로써 보

다 구체 인 신상정보를 취득함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 찰과 장참여 찰에는 4명의 아동에게 작업치료 

공자 10명이 역별 개입을 통하여 찰평가 기록자

료를 수집하면서 찰자 오류를 최소화하 다. 한 매

시간 로그램 실시 후 각각의 아동에 한 문제행동을 

찾아 찰하고 역별 행동을 피드백 하는 과정을 거쳤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찰자 10명에 의해 평가된 

역별 피드백의 정성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인

지 동작치료 용과 효과를 한 으로 표정의 상

측정  Kinematics 분석에 의한 결과를 심으로 기록

하고 해석하여 보다 구체  정성  찰기술과 평가는 

향후 연구과제로 본 연구의 제한 이다.

2.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정서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용한 인지동

작치료 연구결과를 통해 정서∙행동장애로 발달 변화 

측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언어로 자기표 이 어려운 아

동이나 노인  환자들에게도 상측정과 kinematics 

analysis의 확  용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는 지역 행정기 에서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아동들을 상으로 의뢰를 받아 인지동작치료

를 수행하여  상아동의 수가 었다. 이에 상의 확

용과 역별 인간발달 과정에 한 상측정과 

kinematic analysis 용  정량화에 의한 한국형 기

데이터화를 향후 연구과제로 발 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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