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박과 언어를 활용한 특정 장소에 대한 인간의 감정 유추 연구 
A study on the human emotion infer in meaningful place using 

HRV signal and text mapping  

 

요약문 

본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측정하는 연구과 연결되는 선행 연구로서  핵심 

주제는 인간의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HRV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유사한 감정을 유추하는 

것이다. 접근한 실험법은 다양한 장소와 분위기의 

공간을 사용자에게 투영하고 그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의 심박에 의한 감정을 분류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유추한다. 실험 후 다시 사용자가 실험 중 본 

사진에 대한 느낌을 5 점 척도로 설문 하였고, 분석된 

실험 결과와 대조하여 사용자가 이러한 감정을 느낀 

것이 맞는지를 확인 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the device and Bio-data mining to 

infer the emotions of the human study. In order to 

measure the human emotions, the HRV data of 

human is very important and easy way to obtain 

the Bio-Data. By classifying emotions by heartbeat 

of the user to be projected to the user space and 

atmosphere different locations varies accordingly, 

the experimental method accessed estimates the 

emotion of the user. 

It validated that the experiment after the user 

questionnaire with 5 point scale. After the 

experiment ended. We compared the results of a 

survey with the inferred emotion. In experimental 

results it made 5th emotion reflected user intention.  

 

주제어  

HRV, Emotion Measure, Bio-Data, Smart 

Healthcare 

 

1. 연구 배경 및 목적 

비약적인 컴퓨터 관련 기술과 센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과의 컴퓨터의 상호관계에서 인간의 감정 

측정 컴퓨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간의 생체, 활동, 패턴등을 

고려한 내외적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적시 적때에 자연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간과 컴퓨터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급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는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고 있다. 현재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는 

피트니스/웰니스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넘어 진단, 수술 및 치료 

부문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스마트 기기와 센서 기술을 통해 일상에서 생성되는 

자신의 생체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건강을 

관리하려는 “Quantified Self”(수치된 자아라는 
뜻으로 정량적 수치에 기초한 건강관리) 트랜드의 

확산이 주목 받고 있다. [1] 

 

2. 문헌 연구 

인간의 감정을 파악함에 있어 EEG, ECG, HRV 등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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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화 

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게 측정이 가능한 

생체 데이터인 심박 변이도(HRV : Heart Rate 

Variation)에 초점을 맞추었다. HRV 는 두뇌와 심장 

연결계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생체 데이터 의 기본 

척도로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심장 박동은 다양한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주요한 생체 지표로서 호흡, 

자세, 호르몬, 혈압등의 영향에 따라 심장 박동의 

상승 또는 하강하는 시간과 정도가 변화한다. 이러한 

심장 박동의 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측정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되고 

있다.  

C. Jing 의 ECG 를 활용한 감정 측정 연구에 따르면 

ECG 를 통한 데이터 측정과 데이터 분류로 

94.59%의 정확도로 슬픔과 즐거움의 2 가지 상반된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2] K. H. 

Kim 의 짧은 시간의 생체 데이터 모니터링에서 

EEG 를 통한 감정 측정 연구에 따르면 60 개의 

실험군에서 데이터 측정과 분류로 85.3%의 정확도로 

3 가지 분류의 감정 상태를 파악 하는 것이 

가능하다.[3] 

자율 신경계는 체 내외의 환경변화에 의해 체내의 

균형을 유지 하도록 하는 Homeostasis(신체 항상성) 

을 유지 하도록 한다. 이러한 자율 신경계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에 함계 분포되어 길항작용을 

함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이룬다. 자율 신경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신체 기관 중에 심혈관계는 

심장, 호흡, 혈관 운동과 함께 상호 작용하며 매우 

중요하며 복잡하게 구정 되어 있다.  자율신경계의 

반응으로 활성화 되는 교감 신경계는 뇌간에 

위치하며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혈당과 심박, 

혈압을 증가 시키는데 이러한 경우 불안이 증가하고, 

각성과 경계를 향상시킨다.[4] 

HRV 의 측정은 특정 주파수의 파형이나 분당 심박 

수와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주요한 생체 지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HRV 의 패턴 분석은 인간의 상태를 관찰 하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다. HRV 의 일반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통계적 방법, 기하학적 방법, 주파수의 패턴 분석 

방법이 있다. [5] 

 

3. 연구 개요 및 방법 

3.1. 연구 개요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HRV 와 음성 분석을 이용하여 인간의 

감정을 유추를 위한 생체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한다. 

HRV 의 분석은 단순한 심장 박동의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박동이 발생하는 시간 간의 간격을 

복합적인 QRS 파형에 의해 결정된다. QRS 파형 

중에 R 파가 가장 크고 명확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R 파를 

분석하여 활용한다. R 파의 일반적인 구체적인 

분석은 R-R interval 으로 도출이 가능한데 분석된 

값은 체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일반적인 HRV 분석 연구는 이러한 R 파를 

활용한 심박의 주기적인 변화를 HRV 로 규정하여 

연구한다.[6]  

HRV 측정은 비침습적이고 일반적인 

ANS(Autonomic Nervous System) 측정 방법이며 

심박의 0.15 Hz 이상의 주파수를 변화하며 표현된다. 

성인의 경우 HRV 의 HF(High Frequency)의 값이 

0.15 ~ 0.5 Hz 사이에서 표현 되며 이러한 부교감 

신경의 증감률로 감정 상태를 유추해 낼 수 있다. [7] 

표 1. 본 연구의 감정 추론 개념도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이 장소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을 달리 갖는 것을 분류 하여 동의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으로 HRV 와 감정 언어를 포함한 

데이터로 인간의 감정 상태를 추론 하고자 한다. 

현재 감정 인식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간의 감정 추론 모델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 

인간의 감정을 선호-부정, 활동성-비 활동성의 

2 차원 영역으로 표현한 Valence-arousal Model 과 

즐거움, 놀라움, 두려움, 공포, 화남, 슬픔 등의 대표 

감정을 선정하여 접근하는 방법이다. Valence-

arousal Model 의 경우 인간의 감정 상태를 

연속적으로 표현하여 다양한 감정을 선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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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감정 부사, 형용사를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대표 감정을 선정하는 방법은 

이에 비해 감정의 표현이 명확하지만 다양한 기초 

데이터간의 상관관계를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Russell 의 Valence-arousal Model 과 대표 감정을 

선정하는 방법을 혼합하여 본 연구의 방향에 맞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였다.[8] 

표 2. Russell’s arousal-valence emotion model 

 

 

3.2. 연구 방법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감정 판별 분류는 표 3 과 같다. 

표 3. 본 연구에서 유추하고자 하는 5 가지 감정 분류 
 

척도 1 2 3 4 5 

크기 슬픈감정 - 보통 - 기쁜감정 

감정 슬프다. 쓸쓸하다. 평온하다. 즐겁다. 매우기쁘다. 
 

4. 실험 설계 

4.1. 실험 개요 

본 연구의 HRV 를 통한 감정 도출은 심박이 크게 

박동하는 정도와 다시 안정화 되는 간격으로 파악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소의 분위기 변화에 

따른 감정 상태를 추론 하는 것과 모든 사용자의 감정 

정보를 수집하여 전체 사용자의 일반적인 감정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수집 된 감정 정도는 

장소에 따른 일반적인 감정 수준을 정하며 다시 

개인의 감정에 가중/가감치를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감정 수준을 판별하도록 해준다.  

4.2. 실험 절차 

실험자는 통제된 환경에서 피험자에게 장소에 대한 

사진을 보여 주고 10 초간 해당 사진을 설명 해준다. 

그동안 해당 피험자의 HRV 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분류된 이모티콘을 해당 사진에 매칭 한다. 사용자는 

3 분 간  해당 사진의 장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하여 해당 사진에 대한 평가를 5 점 척도에 

의해 평가 한다. 이후 5 개의 다른 장소에 대한 사진을 

보여준다. 실험 종료 후 피험자가 사진을 보고 체크한 

결과와 실험자가 데이터를 통해 분류한 결과와 

대조한다.  

그림 1. 실험에서 제시한 5 개의 장소 사진 

 

 

4.3. 실험 장비 구성 

실험 장비 구성은 피험자의 신체에 장착하여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Polar 사의 T34 착용형 무선 맥박 

센서와 측정된 데이터를 컴퓨터에 수집하기 위한 

아두이노 우노,  T34 맥박 센서 리시버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저장하기 위한 시리얼 통신 

소프트웨어로는 프로세싱을 활용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데이터 시각화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프로토타이핑용 아두이노와 무선 리시버 

 



그림 3. Polar T34 착용형 무선 심박계 

 

 

4.4. 실험 장비의 데이터 검증 

문헌 연구와 기술 자료 기초 조사를 통해 제작된 

프로토타이핑 장비가 오류 없이 정상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프로토타이핑 장비와 삼성 갤럭시 

기어 핏 제품의 운동 보조 기능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BPM 을 대조 확인하였다. 

그림 4. 갤럭시 기어 핏의 BPM 값과 비교 검증 

 

약 10 분간 동시에 착용 후 검증한 결과는 표 4 와 

같이 두 데이터가 ±  0.2 BPM 의 오차 범위의 

BPM 데이터 값을 나타내었다. 

 

표 4. 데이터의 비교로 검증된 BPM 값 

 

갤럭시 기어 핏 제품과 본 연구의 프로토타이핑 실험 

장비의 BPM 이 큰 오차 없이 정상 적인 맥박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4.5. 감정 데이터 분석 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Pulse sensor 

Amped Visualizer v1.1 으로 오픈 소스 코드로 

공개된 프로세싱용 소프트웨어이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코드 및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다. 

그림 5. 본 연구에서 사용된 Pulse Sensor Amped 

Analyzer  

 

 

4.5.1. 데이터 분석 

(1) BPM 

𝐵𝑃𝑀 =   
𝑇  (𝑅!! + 𝑅!"!)

60  𝑆𝑒𝑐
 

 

(2) R-R interval 

 

𝑅!𝑅!!! = 𝑅!!!   − 𝑅!   

 

(3) IBI(Inter-beat interval) 

𝐼𝐵𝐼 = !
!!!

  (𝑅!𝑅!!! − 𝑅𝑅)   

 

(4) 감정 산출 

𝐵.𝐸 =
𝑀𝑎𝑥  𝐵𝑃𝑀 +𝑀𝑖𝑛  𝐵𝑃𝑀

2
  ×0.25 

*B.E = Bio-data Emotion 

 

BPM 의 변화 폭은 감정의 변화 크기를 판단하며 

이를 토대로 생체 신호의 감정의 데이터화를 

추론한다. 

 

𝑉.𝐸 =
𝐸.𝐾 + 𝐸.𝐹

2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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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 Verbal Emotion, E.K = Emotion Keyword, E.F = Emotion Frequency 

 

생체 신호로 추론된 감정 데이터는 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인간의 감정을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피험자의 장소에 대한 스토리 텔링에서 감정 

키워드를 분석하여 가감/가중치 데이터를 추가 

적용한다. 

 

4.5.2. 언어 분석 

실험과 동시 수행되는 피험자 음성 기록은 삼성 

갤럭시 노트 2 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디지털 음성 

파일로 저장하였다. 기록된 음성 파일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분석된다. 

 

표 5. 피험자의 실험 중 언어 가중치 데이터 매핑 방법 

Voice 

Recording 

 

Text 

Description  

HRV Data 

Mapping 

 

감정 측정의 가중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된 

피험자의 언어 스크립트는 다시 감정 표현 단어들을 

추출하여 시간 축에 대입한다. 시간 축에 대입된 감정 

가중/가감치를 부여하여 최종 감정 상태를 판별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심박과 언어 데이터의 결합과 

분석의 개념도는 표 6 과 같다.  

 

표 6. 기초 데이터의 결합 개념도 

Step 1.  Step 2.  Step 3. 

HRV  

Data 

Analyze 

 

Mapping 

Algorithm 

    

Verbal   Measuring 

Emotion 

 

언어 분석을 위한 맵핑형 알고리즘은 언어 

스크립트에서 감정 표현의 단어를 추출하여 해당 

시간의 심박에 따른 감정 지수에 가중/가감치를 

부여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음성에서 언어형 

스크립트로 변환하여 감정 단어를 추출하기 까지 

과정을 실험자가 수동으로 작성하고 HRV 데이터에 

수치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 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의 연구 결과에서 한국인의 대표적 

감정 단어에 대한 조사와 분류를 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감정 단어의 분류 영역을 

지정하였다. [9] 

위 연구의 감정 단어의 분류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한 단어 목록은 표 7 과 같다.  

 

표 7. 5 가지 감정의 언어적 분류 
 

척도 1 2 3 4 5 

크기 슬픈감정 - 보통 - 기쁜감정 

감정 슬프다. 쓸쓸하다. 평온하다. 즐겁다. 매우기쁘다. 

감정 

단어 

섬뜩하다, 

소름끼치다, 

두렵다, 무섭다, 

겁나다, 약오르다, 

얄밉다, 질투하다, 

반감을 느끼다, 

밉다, 증오하다, 

혐오하다, 

신경질나다, 

화나다, 역겹다, 

싫다, 분노하다, 

분하다, 경멸하다, 

격분하다, 

불쾌하다, 배신감 

느끼다, 원망하다, 

불만이다, 

짜증나다, 

억울하다, 

실망하다, 죄책감 

들다, 

쓸쓸하다, 외롭다, 

서럽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쓸쓸하다, 

소외감느끼다, 

우울하다, 상실감 

느끼다, 지루하다, 

당혹하다, 황당하다, 

놀라다, 부끄럽다, 

쑥스럽다, 민망하다,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애틋하다, 찡하다, 

그립다, 불쌍하다, 

측은하다, 애처롭다, 

안타깝다, 연민을 

느끼다, 미안하다, 

아쉽다, 걱정하다, 

심란하다, 착잡하다, 

답답하다, 불안하다, 

비참하다, 참담하다, 

불행하다, 절망하다, 

괴롭다, 좌절하다, 

허무하다, 허탈하다, 

허전하다, 후회하다, 

체념하다, 초조하다, 

서글프다, 슬프다 

 사랑스럽다, 

사랑하다, 

고맙다, 반갑다, 

설레다, 

다행스럽다, 

안도하다, 

감격하다, 

감동하다, 

감탄하다, 

황홀하다, 

흐뭇하다, 

흡족하다, 

뿌듯하다, 

편안핟, 긍지를 

느끼다, 성취감 

느끼다, 

보람차다, 

자랑스럽다, 

영광스럽다, 

희망을 느끼다, 

행복하다, 

부럽다 

재미있다, 즐겁다, 신나다, 

유쾌하다, 흥겹다, 

열광하다, 환희를 느끼다, 

통쾌하다, 기쁘다, 

후련하다 

 

 

5. 결론 

5.1. 실험 결과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8. 실험 1 의 시간 흐름에 따른 BPM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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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실험 1 의 시간 흐름에 따른 분석된 감정 데이터 

 

 

 

표 10. 시험 1 의 시간 흐름에 따른 언어 가중치 데이터 

 

 

표 11. 추론된 전체 감정 데이터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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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복궁 4.50 2.50 3.50 평온하다. 평온하다. 

2 현충원 4.50 1.00 2.75 슬프다. 슬프다. 

3 놀이동산 4.25 4.00 4.13 즐겁다. 매우 즐겁다. 

4 백두산천지 2.00 2.75 2.38 슬프다. 평온하다. 

5 비행기사고 3.75 -0.25 1.75 슬프다. 매우 슬프다. 

 

5.2. 결과 분석 

총 5 개의 실험에서 피험자에게 제시된 사진은 각 기 

다른 맥락을 가진 사진으로서 피험자에게 스토리 

텔링을 요구 할 경우 감정 단어가 되도록 많이 

나타나도록 설정된 사진이다. 표 10 의 HRV 분석 

결과 값으로 실험 전반부와 후반의 스토리 텔링을 

하는 피험자의 감정 변화가 중반 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HRV 의 데이터 수집 

후 분석 결과 HRV 를 이용하여 피험자의 흥분 정도 

측면의 결과 분석에 HRV 데이터가 유용함을 

검증하였으나 실험 설계 중 예상했던 가정과 같이 

좋은 감정과 나쁨 감정의 변화 폭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HRV 데이터만 가지고 감정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언어적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흥분의 정도에 따라 감정의 가중치를 부여 

하는 것에 유용함을 보였으며, 평온한 감정과 슬픈 

감정의 판별에 대한 오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일치률을 보였다. 

 

6. 논의 사항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기존의 생체 데이터를 통한 감정의 분류를 

보다 간소화한 HRV 를 통한 사용자의 간략한 감정 

측정을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생체 데이터를 

활용한 감정 측정은 아직 실제 감정에 가까운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장소에 대한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을 보다 유사하게 매칭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 중 스토리텔링을 하는 

피험자의 음성을 토대로 감정을 도출해 내는 데이터 

분석의 가중치로 사용하는 방법을 시도 한 것은 다른 

연구와 다른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맵핑형 측정 방법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 할 

수록 통계적으로 근사한 분류를 갖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 할 경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정확한 감정 측정을 부여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록 다양한 실험 환경과 실험 표본을 

증가시켜 실험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며 통제된 환경하에 

실험된 결과로 실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결합한 

형태로 측정/분류를 하였을 때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 하거나 측정된 결과와 다른 

감정을 나타내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후 본 연구가 반영된 감정 기반 

서비스에서 감정 분류의 자동과 수동의 자유를 부여 

할 것 인지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 해 보아야 할 

0 

1 

2 

3 

4 

5 

1 2 3 4 5 

0 

1 

2 

3 

4 

5 

5
:0
0
:0
6
 

5
:0
0
:4
4
 

5
:0
2
:1
2
 

5
:0
2
:2
0
 

5
:0
2
:4
4
 

5
:0
2
:5
0
 

5
:0
2
:5
9
 

1 

2 

3 

4 

5 

1 2 3 4 5 

감정 분류 척도 

감정 분류 척도 

EXPERIMENTAL NUMBER 

감정 분류 척도 

EXPERIMENTAL NUMBER 



것이다. 또한,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각 각의 장소에 대한 감정 데이터를 

일반화하고 이를 다시 결합한 데이터 체인으로 

구성한 다음 다시 사용자의 감정 데이터와 비교 하여 

감정을 추론해 내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포함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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