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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대의 스트레스 케어는 대부분 비디오 시청, 상담,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진행된다. 시각, 청각을 스트레스 

케어에 활용한 사례는 이미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음으로 다른 새로운 감각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스트레스 케어를 목적으로, 생체정보를 대상으로 딥러닝 기술 기반의 ‘사용자 스트레스 및 효과적인 스

트레스 해소 요소 판단 알고리즘 모델’을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설계한다. 생체정보는 손목시계형 

웨어러블을 통해 수집된 심박수,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ECG 등 생체데이터를 사용한다. 제시하는 방법은 

실시간으로 수집된 생체정보를 알고리즘, 모델을 통해 스트레스 수치를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적절한 음악과 

조명을 이용한 시청각적 요소와 아로마 요법을 이용한 후각적 요소를 제공한다.

키워드: 딥러닝(Deep learning), 스트레스 분석(Stress Analysis), 

스트레스 완화(Stress relief), 생체정보(Biometr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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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스트레스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현대인들이 자각하기 어려움

이 있다. 스트레스 케어를 위한 시청각적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비디

오, 상담, 교육활동 등)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른 새로운 감각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레스 완화를 목적으로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수집된 심박수,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ECG 등 

생체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스트레스 판단 

알고리즘 모델’을 설계한다. 제시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스트레스 

인지가 가능하도록 스트레스 수치를 시각화하고 혈압의 이상 정도를 

판단하여 상황에 맞는 향기, 조명, 음악을 제공한다.

II. Background

스트레스 요인 찾기와 공감각적 요소를 활용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젝트 및 시스템 연구는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 설문조

사’에 따르면 2020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50.5% 이상이다[1]. 절반

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판단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스트

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음주나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개인의 건강을 위협한다[2]. 올바른 방법으로 스트레스

를 인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ECG 기술을 사용하여 HRV를 측정해 

스트레스 수치를 산출한다. HRV의 생리적인 특성으로 스트레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HRV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신호 중 

대표적으로 교감 활성, 부교감 활성, 맥박 표준편차이다[3].

III. Design

1. Overview

‘19세 이상의 성인의 스트레스 해소방법’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과 연관된 신체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커진다[2]. 올바른 방법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용자의 스트레스의 

정도를 시각화하고 그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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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overview of service delivery system for stress relief using deep learning model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스트레스 완화 요소 제공 서비스’는 

웨어러블 장비와 통신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 스트레스 수치 및 

완화요소 예측을 위한 분석 및 예측 과정, 스트레스 완화 요소 제공 

장치로 구성된다. Fig. 1은 스트레스 판단 및 스트레스 해소 요소 

분석 알고리즘과 스트레스 해소 요소 제공을 위한 공감각적 요소 

제공 장치의 모듈별 데이터 Flow를 나타낸다.

2. Biometric data Awareness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웨어러블에 장착된 PPG 센서를 통해 

스트레스 분석요소에 사용되는 심박수,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ECG 

등 생체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획득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한다.

3. Stress Analysis based on deep learning

딥러닝을 사용한 스트레스 분석 및 스트레스 완화요소 예측 과정에

서는 측정된 심박수,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ECG 등 생체데이터를 

분석하여 HRV(심박변이도)를 도출하여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스트레스 수치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요소를 판단한다.

4. Stress relief

스트레스 해소 요소 제공 단계에서는 아두이노 UNO를 기반으로 

향기 분사를 위한 서보모터, 조명 등을 사용하여 스트레스 분석 및 

스트레스 완화요소 예측 과정 단계에서 도출해낸 스트레스 수치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 요소(향기, 조명, 음악)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자각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웨어러블장비를 통해 수집한 심박수,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ECG 등 생체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스트레스 및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요소 판단 알고리즘 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공감각적 요소(향기, 조명, 음악) 

제공 장치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설계하였다. 제시된 시스템 및 ‘사용자 스트레스 및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요소 판단 알고리즘 모델’은 건강위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대비한 스트레스 예방 시스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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