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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사회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효과적인 스트레스 측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속 인물의 표정과 음성 감성 분석을 통한 통합 스

트레스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영상 속 인물의 표정과 음성 감성 분석 후 각 감성값에서 스트레스 지

수를 도출하고 정량화한다. 표정과 음성 스트레스 지수로 도출된 통합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스트

레스 강도가 높음을 증명하였다.

1. 서론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과 경제

적 어려움으로 유발된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불안을

심화하여 심리·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

이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방

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의 스트레스 측정

시스템인 자가 진단 방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확

성이 낮으며 정밀 검사 방법은 시간적, 비용적 부담

이 크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스트레스는 표정과 음

성으로 측정이 가능하므로[2], 따라서 표정과 음성을

분석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표정과 음성 감성 분석을 통한 통

합 스트레스 분석 시스템(InSAS)을 제안한다. 시스템

은 영상 내 인물의 표정 감성값에서 표정 스트레스

지수를 도출, 문장별 감성값에서 음성 스트레스 지수

를 도출한다. 이후 통합 스트레스 분석기에서 표정과

음성 스트레스 지수를 이용하여 영상의 통합 스트레

스를 도출한다. 직업군별 영상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은 관련 연

구, 3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nSAS의 개요와 기

능 설계, 4장에서는 실험 분석 및 결과를 설명하고 5

장으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3], [4] 논문에서 anger, sadness, surprise가 스

트레스의 주된 감정임을 증명했다. [5] 논문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감정이 sadness이며 surprise, fear가

순간적인 감정임을 밝혔다. [6] 논문에서 감정 노동

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긍정적인 감정

을 연기하는 것이며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

다.

3. An Integrated Stress Analysis System using

Facial and Voice Sentiment (InSAS)

3.1 시스템 구조

(그림 1) InSAS 구조도

InSAS는 영상 속 인물의 표정과 음성을 기반으로

감성 분석을 진행한 뒤 영상의 통합 스트레스를 측정

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시스템 구조도

이다. 먼저 영상에서 전처리기(Preprocessor)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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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구간 프레임 추출 및 이미지 크롭을 진행한다.

표정 감성 추출기(Facial Sentiment Extractor)는

표정의 8가지 감성값을 추출한다. 표정 스트레스 측

정기(Facial Stress Estimator)는 문장별 표정 스트

레스 지수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구축된 감성 사전[8]

에 단어가 없으면 word2Vec[12]을 이용하여 비표준

어 감성 사전(Non-Standard Language Sentiment

Dictionary)을 구축한다. 음성 감성값 추출기(Verbal

Sentiment Value Extractor)는 문장별 Timestamp

기반으로 텍스트를 한 문장씩 분리하고 감성값을 추

출한다. 음성 스트레스 측정기(Verbal Stress Estim

ator)는 문장별 음성 스트레스 지수를 도출한다. 통

합 스트레스 분석기(Integrated Stress Analyzer)는

표정 스트레스 지수와 음성 스트레스 지수를 문장 당

0~10 사이의 값으로 나오도록 하고, 상반된 스트레스

지수가 크면 가중치를 주어 0~10 사이로 영상의 통

합 스트레스 지수를 도출한다.

3.2 표정 스트레스와 음성 스트레스 지수 도출과 통

합 스트레스 지수 측정

표정 스트레스 지수 분석을 위해 Microsoft Azur

e의 FACE API[13]를 이용하여 표정의 8가지 감성값

을 추출한다. 감성이 순간 감성 또는 지속 감성인지

[5]에 따라 감성값 전처리를 진행한 후 문장 단위로

영상 프레임들의 감성값 평균을 도출한다. 이후 스트

레스의 주요 감성과 강도를 고려하여 문장 당 0~10

사이의 표정 스트레스 지수를 부여한다.

다음으로 음성 스트레스 지수 분석을 위해 Googl

e Cloud의 Speech-to-Text(STT) API[9]와 Java 기

반 형태소 분석기 KOMORAN[10]을 이용하여 텍스트

로 변환한 음성 데이터의 형태소 분석을 진행한다.

감성 사전[8]과 비표준어 감성 사전에서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값을 가져온 뒤 이전 연구[11]에서 제시

한 언어 감성값 도출 알고리즘을 통해 문장의 감성값

을 도출한다. 문장의 감성값에 [7]을 기준으로 정의한

스트레스 단어와 강조 부사어 여부를 판단해 문장별

음성 스트레스 지수를 부여한다. 스트레스 지수는 0

일 경우 ‘거의 없음’, 1은 ‘조금 있음’, 2는 ‘상당히

있음’, 3은 ‘매우 심함’으로 나뉜다. 이후 스트레스

통합을 위해 0~10 사이로 값을 수정한다.

표정과 음성 스트레스 지수를 이용하여 영상의 문

장별 통합 스트레스 지수를 나타낸다. 음성과 표정의

스트레스 지수가 서로 다를 경우 큰 값을 해당 문장

의 스트레스 지수로, 상반 스트레스 지수가 일정 기

준을 넘을 경우 가중치를 주어 영상의 통합 스트레스

지수를 도출한다. 통합 스트레스 지수가 0~2.5이면

‘거의 없음’, 2.5~5이면 ‘조금 있음’, 5~7.5이면 ‘상당

히 있음’, 7.5~10이면 ‘매우 심함’의 4단계로 나눈다.

4. 시스템 결과 분석

본 연구는 총 6개의 직업별 대표 영상을 선정하여

표정과 음성 스트레스를 실험하였다.

<표 1> 실험 대상 영상

직업군 영상 내용

강형욱 1[14] 애견 훈련사 강형욱의 근황소개

강형욱 2[15]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의견

승무원[16] 진상 손님 경험담

(그림 2) ‘강형욱 1’ 스트레스 그래프

(그림 3) ‘강형욱 2’ 스트레스 그래프

(그림 4) ‘승무원’ 스트레스 그래프

그림 2, 3, 4는 각각 ‘강형욱 1’, ‘강형욱 2’, ‘승무

원’ 영상의 스트레스 그래프이다. x축은 문장 번호이

고 y축은 0에서 10까지의 스트레스 지수이다.

4.1 표정 스트레스 측정

그림5에서 그림10은 ‘강형욱 1’, ‘강형욱 2’, ‘승무

원’ 영상의 표정 스트레스 분석 결과 예시이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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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값은 표정 스트레스 측정 알고리즘에 의해 전처

리된 감성값이다.

(그림 5) ‘강형욱 1’ 표정

스트레스 최소 구간

(그림 6) ‘강형욱 1’ 표정

스트레스 최대 구간

그림 5의 표정 스트레스 지수는 0이다. 그림 6의

주요 감성값으로 sadness와 surprise가 비중 있게

나타났다. sadness가 나타나지만 유의미한 값을 가

지지 않고, 스트레스 중심 감성인 surprise에 가중치

를 주어 최종 표정 스트레스 지수는 3.85로 측정되었

다. 그림 2의 파란 선은 ‘강형욱 1’ 영상의 표정 스트

레스 지수 변화 그래프이다. 전반적으로 0에서 2.5

사이의 스트레스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강형욱 1’은

표정 스트레스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그림 7) ‘강형욱 2’ 표정

스트레스 최소 구간

(그림 8) ‘강형욱 2’ 표정

스트레스 최대 구간

그림 7의 표정 스트레스 지수는 1.54이다. 그림 8

의 주요 감성값으로 fear, sadness, surprise가 비

중 있게 나타났다. 부정 감성인 fear와 sadness가 유

의미한 값을 가지고, 스트레스의 주된 감성인 surpri

se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중치를 주어 최종 표정

스트레스 지수는 6.39로 측정되었다. 그림 3의 파란

선은 전반적으로 3.5에서 5.5 사이의 스트레스를 나

타낸다. 이를 통해 ‘강형욱 2’는 표정 스트레스가 ‘조

금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9) ‘승무원’ 표정

스트레스 최소 구간

(그림 10) ‘승무원’ 표정

스트레스 최대 구간

그림 9의 표정 스트레스 지수는 0이다. 그림 10의

주요 감성값으로 happiness와 surprise가 비중 있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주된 감성인 surprise가 나타

나지만, 표정의 긍정 감성값이 유의미하므로 가중치

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 표정 스트레스 지수는

2.31이다. 그림 4의 파란 선은 대부분 0이며, 4번째

문장에서 한 차례 2.31의 값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승무원’의 표정 스트레스는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4.2 음성 스트레스 측정

<표 2>는 ‘강형욱 1’, ‘승무원’ 영상의 음성 스트

레스 분석 결과 예시이다.

<표 2> 문장별 음성 스트레스 지수 예시

영

상

번

호
문장

감

성

스트

레스

단어

개수

강조

부사

유무

스트

레스

지수

강

형

욱

1

1

훈련을 조금 더 열심히 하려

고 하고 있고 전 이게 행복해

서 너무 좋아요

긍

정
없음 없음 0단계

2
내가 하라는 거 제대로 못 하

고 있어 가지고

부

정
1개 있음 3단계

승

무

원

3

그래서 최대한 이제 눈높이

자세를 취하면서 눈높이 자세

란 건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손님이랑 눈높이 앉은 자세에

서 맞추면서 손님을 컨택을

했던 것 같아요

긍

정
없음 없음 0단계

4

그딴 거 안 먹어 이러면서 오

렌지 주스를 탁 치셨는데 주

스가 정말 다 난사가 된 거예

요

부

정
1개 있음 3단계

<표 2>의 1번 문장은 이전 연구[11]의 언어 감성

값 도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긍정 감성값이 부여되

었다. 그리고 음성 스트레스 측정 알고리즘에 따라,

스트레스 단어가 포함되지 않아 음성 스트레스 지수

는 0단계이다. 이처럼 <표 2>의 4번 문장도 ‘그딴’,

‘안’, ‘먹-’ 등의 부정 감성값을 가진 형태소로 인해

부정 감성값이 부여되었으며, 스트레스 측정 알고리

즘에 따라 스트레스 단어인 ‘치-’와 강조 부사인 '정

말'이 존재하므로 음성 스트레스 지수는 3단계이다.

그림 2의 빨간 선은 ‘강형욱 1’ 영상의 음성 스트

레스 지수 변화 그래프이다. 전반적으로 1에서 4의

값을 보이나, 16번째 문장에서 6.25와 32번째 문장에

서 8.75의 특징적인 값이 나타난다. 해당 문장은 ‘꿈

인데 안 돼도 할 수 없죠’와 ‘내가 하라는 거 제대로

못 하고 있어 가지고’로 근황 소개 중 훈련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기록했으나

영상 자체는 음성 스트레스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림 3의 빨간 선은 전반적으로 2.5에서 6 사이의

스트레스이므로 ‘강형욱 2’의 음성 스트레스는 ‘조금

있음’과 ‘상당히 있음’을 아우름을 보여준다.

그림 4의 빨간 선은 전반적으로 4에서 8 정도의

스트레스이므로 ‘승무원’의 음성 스트레스는 ‘조금 있

음’과 ‘매우 심함’을 아우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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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합 스트레스 분석

그림 2, 3, 4의 검정 선은 각각 ‘강형욱 1’, ‘강형

욱 2’, ‘승무원’ 영상의 통합 스트레스 그래프이다.

그림 2는 48개의 문장 중 과반수 이상인 28개가

‘거의 없음’ 단계에 속한다. 반면 그림 3은 28개의

문장 중 과반수 이상인 16개가 ‘조금 있음’ 단계이고

11개가 ‘상당히 있음’ 단계이다.

그림 4에서 통합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던 부분의

문장인 ‘그래서 진심을 다해 서비스를 해도 이미 고

객한테 실수한 것은 통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어서 되게 마음이 아팠죠’는 표정 스트레스가 0이고,

음성 스트레스가 3단계이다. 해당 문장은 표정 스트

레스와 음성 스트레스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처럼 두 스트레스의 차이가 크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

정을 억누르고 긍정적인 감정을 연기하는 것이며 스

트레스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6]에 따라 통합 스트레

스 지수에 가중치를 준다. 따라서 이 문장의 통합 스

트레스 지수는 8.75이고, 승무원이 감정 노동자로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상 속 인물의 표정과 음성을 통

해 표정 감성값과 음성 감성값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감성값들을 바탕으로 표정과 음성의 스트레스 지수를

도출하였으며, 이들을 통합해 영상에서 문장별 최종

스트레스 지수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는 감정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스트레스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비표준어

감성 사전을 확대 구축하고 문장 음성 감성값 도출

알고리즘을 발전시킴에 따라 음성 스트레스 지수 도

출에 정확도를 가할 수 있다.

이 논문(저서)은 202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2021년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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