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감정노동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직무로 
서비스 산업에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보
건공단의 근로환경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국 감정
노동자는 2011년 740만 명, 2017년 1,330만 명[1]
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감정노
동자의 스트레스에 기인한 심리 건강과 정신질환
에 대한 사회문제[1]가 대두되어 2018년 ‘감정노동
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건강 실태’[2]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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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고객 상담사의 경우 
1300여 명 중 80% 이상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
정되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신고
에 의해서만 실시되기에 문제 발생 후에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고객 상담사의 스트레스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
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실시간 스트레스 감
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미지 처리 딥러닝 기술인 
CNN 모델에 한국인 이미지 데이터 중심의 빅데이
터를 학습하여 감정분류 모듈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분류된 실시간 감정을 스트레스 수치로 환산
하였고 시각화로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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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함께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2018년 감정노동자 보
호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 시스템의 부족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고객 상담사를 위한 딥러닝 기반 스
트레스 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실시간 얼굴검출 모듈, 한국인 감정 이미지 중심의 이미지 
빅데이터를 딥러닝한 감정분류 FER 모듈,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수치만을 시각화하는 모니터링 모듈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모니터링과 정신질환 예방을 목표로 설계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service industry, stresses from emotional labor workers have been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thereby so-called the Emotional Labor Protection Act was implemented in 2018. However, insufficient 
substantial protection systems for emotional workers emphasizes the necessity of a digital stress management system. 
Thus, in this paper, we suggest a stress detection system fo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based on deep learning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This system consists of a real-time face detection module, an emotion classification FER 
module that deep-learned big data including Korean emotion images, and a monitoring module that only visualizes 
stress levels. We designed the system to aim to monitor stress and prevent mental illness in emotion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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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2.1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이미지 분석을 위한 특징적인 패턴을 찾는데 유

용한 알고리즘으로서 CNN은 LECUN, Yann, et al.
(1988)[3]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기존의 Fully Conn
-ected Layer로 구성된 신경망으로 이미지를 처리할 
경우 공간 정보 유실 문제로 특징추출과 정확도 
향상이 어렵다. 이미지 공간정보를 유지한 채로 특
징추출을 할 수 있는 컨볼루션 연산과 연산량 증
가를 방지하기 위해 특징과 채널 수를 유지한 채 
출력 크기를 줄이는 풀링(Pooling) 레이어를 적용한
다. CNN은 컨볼루션/풀링 레이어를 반복한 특징추
출(Feature Extraction)파트와 Fully Connected Layer
를 이용한 분류(Classification)파트로 구성된다.

그림 1. 스탠다드 CNN의 구조

2.2 얼굴 감정인식(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CNN기반 얼굴 감정인식의 선행연구는 대표적으

로 얼굴 외관적 특징과 얼굴 랜드마크 포인트에서 
기하학적 특징을 수집해 두 정보를 조인트 파인튜
닝 (Joint Fine-Tuning)하는 기법[4]과 ILSVRC[5]에
서 평가된 CNN 모델을 확보된 데이터셋에 맞게 
변형 후 업데이트하는 기법이[6] 있다. 본 논문에서
는 후자의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셋을 학습한다.

2.3 스트레스 인식(Stress Recognition)
딥러닝 얼굴 감정인식(FER)의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스트레스를 분류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2019년 ZHANG, Jin, et al.[7]은 CK+, Oulu-C
ASIA, KMU-FED 데이터셋 기반 스트레스 검출 모
듈을 제안하였다. Almeida, J., & Rodrigues, F.[8]은 
CK+, KDEF, Net Images 데이터를 VGG16, VGG1-
9, InceptionResNetV2 모델에 학습하여 angry, disgu
st, fear를 Stress 감정으로 정의하고 neutral, happy, 
sad, surprise 감정을 Not-Stress로 이진 분류하는 모
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셋 기반 스트레스 
검출 모델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오직 서양인 또는 아시아인 데이터가 소규모 포함
된 데이터셋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인종 보다 
같은 인종의 얼굴 구성정보가 더 전체적으로 처리
된다는 연구 결과[9]에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감
정인식을 위해 한국인 데이터 중심으로 학습한다.

Ⅲ. 시스템 설계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 설계의 프로세스
를 소개한다. 먼저 학습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전처
리 후, CNN 모델에 학습하여 FER 모듈을 생성한
다. 스트레스 감지를 위해 얼굴검출 모듈에서 실시
간 이미지를 추출하고, 학습된 FER 모듈을 통해 4
가지의 감정으로 분류한다. 분류된 감정별로 스트
레스 수치를 누적 연산하여 그 변화를 시각화한다.

그림 2. 스트레스 감지 시스템의 프로세스 전반

3.1 학습 데이터셋 구성
CNN 모델 학습을 위해서 한국인 데이터인 한국

전자기술연구원 지능정보 플래그십 R&D데이터의 
감정분류용 데이터셋(KETI)[10]을 중심으로 KDEF
[11], CFD[12-14], Asian Generated Faces Dataset(A
GFD)[15]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최대 7개의 감정분
류 데이터셋에서 angry, disgust, sad는 Stress로 통
합, fear와 surprise는 Surprise로 통합하였다. 결과적
으로 4개 감정(Happy, Neutral, Stress, Surprise)으로 
분류하여 총 9,397개의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표 1. CNN모델 학습을 위한 감정별 이미지 개수

3.2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CNN 모델의 학습 효율성을 위해 얼굴 이미지에

서 감정이 표현된 영역만 필요하다. 추후 서술할 
얼굴검출(Face Detection and Cropping) 모듈로 얼
굴 영역만 추출한다. 또한, FER 모듈 성능에 문제
를 일으키는 과적합(Over-fitting)의 방지를 위해 데
이터셋에 이미지증강(Data Augmentation)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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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를 증가시킨다. 사용된 기법은 30° Rot
-ation, Width/Height Shift, Shear, Zoom, Horizontal_
flip이며, Shape은 100X100, 3채널로 구성하였다.

3.3 얼굴검출(Face Detection and Cropping) 모듈
감정분류를 위해 FER 모듈에 입력되는 얼굴 이

미지 추출을 위한 단계로써 (P Viola, M Jones, 20
01)에 의해 제안된 Haar Cascade[16]를 이용한다. 
이 알고리즘은 얼굴 영역 간의 밝기 차를 통해 특
징을 생성하여 cascade 함수로 검출한다.

3.4 FER(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모듈
감정분류를 위한 FER 모듈은 실시간 측정에 적

합해야 하며 충분한 정확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ILSVRC[5] 참가하여 검증된 CNN 모델 중에서 20
15년 참가한 InceptionV3(Top-1 Acc:78.8%)[17], 20
16년 참가한 Xception(Top-1 Acc:79%)[18], 그리고 
2018년 참가한 MobileNetV2(Top-1 Acc:74.7%)[19], 
총 3개 모델에 데이터셋을 학습 후 비교·분석한다.

InceptionV3[17]는 2014년 ILSVRC[5] 대회에서 
우승한 GoogLeNet(InceptionV1)이 복잡한 구조 때
문에 다양한 변형이 힘들다는 점에서 Inception 모
델의 연산량을 줄이는 최적화에 대한 방향성 제시
를 통하여 소개되었다. 기존 모델의 Filter를 3x3 C
-onvolution으로 Factorizing을 적용하여 유사한 구
조에도 깊어진 Network와 함께 연산량을 감소시켰
다. 여기에 Optimizer 변경,  Label Smmothing, Fact
-irized7-7, BN-auxiliary를 적용해 성능을 높였다.
Xception[18]모델은 총 14개의 모듈로 36개의 컨볼
루션 레이어가 존재하며 residual connection을 사용
한다. 특히 Inception 모델 대신 작동방식은 비슷하
지만, 연산량이 감소하는 Depthwise Separable Con-
volution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Extreme Inception 모
델이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cross-channel cor
-relations와 spatial correlations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어 Inception 모델 대비 적은 연산 처리가 가
능하다. 이 Xception에서 수정된 Depthwise Separab
-le Convolution을 모든 Convolution에 대체한 모델
이 MobileNetV2이다.[19] 또한 전체 Convolution 채
널은 줄이고 block 내부에서만 증가 시켜 연산량과 
파라미터를 줄였다. 마지막으로 ReLU6를 사용하여 
연산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보다 좋은 성능
을 확보한 모델이다. 위 3가지 모델의 전체 또는 
일부 레이어의 학습 여부, Classify 레이어, Learnin
g Rate, Optimizer를 다양하게 변경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표2. FER 모듈을 위한 CNN 학습실험 기준

3.5 스트레스 데이터 수치화(Digitalize) 모듈
FER 모듈에서 분류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표

3의 조건에 따라 스트레스 수치를 누적 연산한다. 
연산된 정보는 시간 정보와 함께 CSV파일에 저장
하고 스트레스 모니터링을 위하여 시각화한다.

표 3. 감정 상태별 스트레스 수치 및 연산기준

Ⅳ. 실험 결과 및 테스트

본 연구의 스트레스 감지 시스템의 핵심인 FER
모듈은 실험 결과 정확도 98.67%, 손실률 0.04의 
성능으로 Test #1의 Xception모델이 채택되었다.

표 4. FER 모듈 실험 정확도 및 손실률 결과

그림 3. Test #1 Xception 학습 결과 그래프

FER 모듈의 실제 인식률을 확인하기 위하여 Wi
-ndows10, AMD Ryzen7 4800H CPU 환경에서 실
시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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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시간 인식률 테스트

얼굴의 감정표현이 명확한 경우 90% 이상, 비교
적 불명확한 경우 65% 이상의 정확성을 보여 해당 
표정을 1순위 감정으로 검출 할 수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 데이터 수치화 모듈을 통하여 그림5와 
같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스트레스 수치 변
화를 그래프로 시각화 하였다. FER 모듈에서 감정 
상태분류를 위해 웹캠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개인정보와 업무감시 이슈의 회피를 위해 이미지
의 출력과 저장 없이 감정분류 결과만 저장한다. 
또한, 고객 상담 시에만 동작하여 상담마다 스트레
스 수치를 초기화하므로 그래프를 통하여 상담 건
별 스트레스 증감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림 5. 스트레스 수치 모니터링 그래프

Ⅴ. 결  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 데이터셋을 중심
으로 딥러닝하여 스트레스 감지 FER 모듈 생성하
고, 이에 기반하여 감정노동자를 위한 스트레스 감
지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시스템은 통제 가능한 조
건에서는 Top-1 Acc 98%의 높은 학습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테스트에서는 조명, 
성별, 얼굴형에 따라 학습된 FER 모듈별로 인식 
정확도가 상이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FER 모
델의 정확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적절한 
조명이다. 따라서, 사용자별로 높은 정확도의 FER 
모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명을 확보하여 
실사용 데이터를 수집한 후 추후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개선된 정확도와 활용성을 가진 시스템으
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상
담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노동자의 보호 시스
템으로써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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