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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얼굴 상을 이용한 스트 스 지수 추정 방법을 제안한다. 얼굴 상으로부터 스트 스 

지수(Stress Index)를 추정하기 해 ROI(Region of Interest) 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역의 색상공간을 

RGB에서 YCgCo로 변환한다. 검출된 얼굴 역에서 임별 Cg값의 평균을 구하고 Cg신호의 주기를 

이용하여 스트 스 지수를 추정한다. 제안방법의 성능평가를 해 PPG(Photoplethysmogram) 측정 장비

로부터 측정된 스트 스 지수와 얼굴 상을 이용하여 얻은 스트 스 지수를 서로 비교 분석하는 실험

을 진행하 고, 성능평가 결과 오차율이 8.32%인 것을 확인하 다.

1. 서론

   생체신호측정 방법을 이용한 맥박, 압  스트 스 

지수 등의 측정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생체신호 계측 

장치는 비 식 측정 방법보다 정확한 측정값들을 제공

해 다. 반면 비 식 생체신호측정 방법의 경우 식 

측정 방법보다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사용자 본인의 편의

를 보장하면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어 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스트 스 지수 측정에 한 연구는 식 측정기를 이

용하여 검출된 PPG신호에서 심 도 형(QRS )의 R

와 R 의 사이 간격(RR Interval, RRI) 값들을 계산하여 

스트 스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1], 그리고 신체에 부착하

여 스트 스 평가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2]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에서 제안된 식을 참조하고 얼굴 상을 

이용하여 스트 스 지수를 추정 해 얼굴 역을 검출한다. 

검출된 역에서 Cg신호를 추출하고, PPG신호와 Cg신호

를 이용하여 측정한 스트 스 지수를 비교하 다.

2. 련연구

   스트 스 지수를 측정하는 연구는 다수의 연구자에 의

해 진행되어져 왔으며, 기존 연구[1]의 경우에는 스트 스 

지수를 측정하기 해 표 1에 제시된 식을 이용하 다.

<표 1> 스트 스 지수 측정 식

구분 측정 식

     정규화활성도×정규화심박편향분포도
  정규화표준편차×복잡도

  ××

스트 스 지수 측정에 한 근거인 심박동 분석에 한 

표 과 자율신경계에 한 평가  해석, 세부 항목에 

한 연령 별 표 이 [3],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PPG신호를 이용한 RRI 측정  

주 수 역별 PSD(Power Spectral Density) 측정

 그림 1은 휴식(Rest) 상태와 머리를 기울인(Head-up 

Tilt) 상태를 나타내며, 각 상황에 따라 추출된 PPG신호

에서 RRI 값들을 계산하여 Tachogram을 도출하고 주

수 역으로 변환 후 스트 스 지수 측정에 필요한 값들

을 산출하는 과정이다[3].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얼굴 역을 검출하고 색

상모델변환을 통해 검출된 Cg신호를 이용하여 맥박을 추

정[5]한다. 추정된 맥박의 RRI값에서 나온 Tachogram을 

주 수 역으로 변환 후 스트 스 지수 추정에 필요한 

값들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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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이동

<표 2> 연령별 LF활성도 평균

연령 LF활성도 평균 연령 LF활성도 평균

21~30 6.065 41~50 5.755

31~40 5.905 51~60 5.595

  표 2는 [1]에서 제시된 한국인 체 연령(10~60세) LF활

성도 평균값을 [4]에서 제시한 미국인 각 연령별 LF활성도 

평균값과 비교하여 한국인 연령별 LF활성도 평균값을 산출

해 체 연령 LF활성도 평균값을 평균이동 시켜 산출된 

값이다. LF활성도 표 편차의 경우, [1]에서 제시한 0.57로 

평균 이동을 하 을 경우에도 동일한 값을 가진다.

 2) 이상치 제거

  얼굴 상을 이용하여 Tachogram을 나타낼 경우, 스트

스 지수를 추정하기 해 필요한 RRI가 PPG신호를 이용하

여 얻은 RRI보다 편차의 변화량이 크기 때문에 둘의 차를 

이기 해 “1.5 ×  IQR Rule”을 이용하여 이상치를 제거

한다. 사분범  IQR(Interquartile Range)은 Q1 값과 Q3 값

의 사이 값들을 의미하고, Q1- 1.5IQR ~ Q3 + 1.5IQR 이

외의 범 에 있는 값을 이상치로 정의한다.

 식에서 정의된 이상치를 제거한 후의 표 편차(Standard 

Deviation, SD)의 RMSE와 오차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RMSE  오차율 비교

구분 제거  SD 제거 후 SD

RMSE 20.73 5.30

오차율 60.17% 14.32%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해 Laxtha 사

의 Ubpulse를 이용하여 PPG신호를 측정하 고, 측정된 

PPG신호와 Cg신호를 이용하여 산출된 스트 스 지수를 비

교하여 그 오차와 오차율을 계산하 다. 실험은 1분 동안 

PPG신호와 Cg신호 추출을 동시에 진행하 고, 촬 은 당 

30 임씩 진행하 다. 피험자는 총 3명(남성 2명, 여성 1

명)으로 각 인원의 얼굴 상  PPG신호 측정 횟수는 각 

10회씩 총 30회를 측정하여 스트 스 지수를 산출하 다.

          (a) 맥                    (b) RRI

(그림 2) 맥 와 RRI 비교(PPG(blue), Cg(red))

  그림 2(a)는 PPG신호와 Cg신호의 맥 를 비교한 것이고, 

추정된 맥 를 이용하여 RRI를 산출할 경우 그림 2(b)가 도

출된다. 2(b)에서 Cg신호의 RRI 표 편차가 PPG신호보다 

편차 변화량이 크기 때문에 이상치 제거를 용하 다.

구분   
오차(Max/Min) 7.36/5.42 1.82/0.39 7.87/1.05

오차율 8.69% 21.95% 8.32%

<표 4> 스트 스 지수 오차  오차율 

  표 4는 얼굴 상을 이용하여 측정한 스트 스 지수와 PPG

신호를 이용하여 측정한 스트 스 지수의 오차와 오차율을 

계산하 다. PPG신호와 얼굴 상의 오차는 최  7.87, 최소 

1.05 으며, 오차율의 경우 8.32%가 나왔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얼굴 상을 이용한 스트 스 지수 추정 

방법을 제안하 고 실험한 결과는 자장치로 측정한 PPG

신호를 이용하여 산출된 스트 스 지수와 얼굴 상으로 추

정된 스트 스 지수의 오차율이 8.32%로 나왔다. 향후 성능

향상을 한 연구에서는 스트 스 지수 측정 성능을 개선하

고, 개인 맞춤형 스트 스 지수 측정을 통해 주기 으로 사

용자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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