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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tudies suggest that induced emotional changes can affect the sensory-motor 
system involved in the practice of muscle activity and movement in physical aspect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focused on effects just feedback on muscle activity associated with emo-
tions but rarely have focused induced emotional change on gross motor function such as 
muscle activity.

O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biceps activity and emotion that before 
and after viewing a video was induced positive or negative emotion. 

Methods: The study enrolled 34 healthy male and female who scored at normal points 
on the Center for Epider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The study measured over two 
weeks, showing subjects pleasant and sad videos one by one in a week. We performed to 
measure the biceps brachii activity which is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and the visual analog mood scale (VAMS) scores before and after one week. The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α = 0.05.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uscle activity of the biceps brachii before and 
after each video was viewed (p > 0.05). However, the visual analogue mood scale showed an 
increase in VAMS after viewing each video (p < 0.05). 

Conclusion: We figured out induced emotional changes are cause actual emotional changes 
but there are no differences in muscle activity. In this research, watching the video with a short 
time looks like insufficient to change muscle activity. Nevertheless, there might be different 
when we check various muscles with sufficient time for viewing the video. Further study is 
needed to measure a variety of muscles with more time for viewing the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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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심리적 요인은 인간의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1].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감정은 사회적 영역에서 상호 간의 관계[2]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개인적 영역에서 신체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3,4]. 

대표적인 예로, 사람이 감정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웃거나 화내는 등의 

표정을 짓거나[5], 부정적인 감정(두려움, 슬픔, 불안함)이 긍정적 감정

(기쁨, 사랑, 즐거움)보다 신체 움직임을 예리하게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이 있다[6]. 또한, 인간의 감정은 운동 능력 및 즉각적인 근력의 변화

에 영향을 주어 직접적인 움직임 조절에 관여한다고 주장되고 있다[7].

감정을 연구하는 기존 연구는 대부분 인간의 감정을 인지 및 심리적 

영역에 한정 지어 다루었다[8]. 예를 들어, 운동 장애가 있는 청소년 그

룹에 있어 긍정적 감정요인이 인지적인 수행능력의 증진과의 관련성

을 연구하거나[9],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의 긍정적 감정 요인이 

우울한 증상을 경감하는 것에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였다[10]. 또한, 긍

정적 감정유도를 통한 행복한 감정이 슬픈 감정에 비해 자신감을 증가

시키고, 자존감 확립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11]. 최근 인간의 움직임에 있어 심리적 요인이 각광받으면서 행복, 즐

거움과 관련된 긍정적 감정을 슬픔, 우울함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과 비

교하여 생체 역학적 요인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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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2,13]. 

인간의 감정이 신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적용하여 신체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14]. 운동선수들의 훈련 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 주의력 및 학

습능력이 향상되며[15], 운동 수행력 및 근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

였다[16]. 또한, 상지 근육의 근력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적용

한 다양한 훈련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14,16-19]. 또 다른 연구

에서는 훈련을 받는 사람의 감정 상태와 훈련 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

는데, 감정의 상태에 따라 재활의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Jones와 Riazi [20]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대상자들에게 격

려나 칭찬(긍정적 피드백)을 이용하여 동기부여를 해주었을 때 그 훈련

의 효과는 동기부여를 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재활의 효과가 더 좋다

고 하였고, Morris 등[21]은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환자에 비해 우울증

이 없는 환자가 뇌졸중 기능회복이 좀 더 잘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였다. 대상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훈련의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미미해

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미루어 보아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여 훈

련하는 것은 훈련의 효과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대상자의 긍정적인 감정은 치료사들이 구두로 긍정

적 피드백을 주거나[22], 상상훈련(mental imagery)을 통한 긍정적 피

드백을 주는 방법으로 유도되고 있다[17,19]. 이러한 치료사에 의한 감

정 유도와 별개로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자료들로 대상자의 감정을 조

절하고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측정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

상과 같은 멀티미디어의 노출이 많은 요즘, 멀티미디어가 사람의 감정

에 미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Sarıkabak 등[23]의 연구에서는 긍정적과 부정적인 구두 

피드백을 주어 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으나, 동영상 대신 

구두 피드백을 주었고, 실제로 감정의 변화를 측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Shahidi 등[22]의 연구에서는 높은 집중력을 요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받는 스트레스(부정적 감정)와 근활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는데, 동영상 시청을 통한 감정 유도가 아니었으며,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등의 다양한 감정을 비교하지 않아 다양한 감정들이 신

체에 미치는 영향을 끼치는지 비교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 시청 후 기쁨과 슬픔이라는 반대의 성격

을 띠는 유도된 감정이 대근육 운동기능 중 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도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긍정적 

감정을 유도하는 영상을 볼 때 긍정적 감정을 유도하는 동영상과 부정

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동영상 중 긍정적인 동영상을 본 후의 위팔두갈

래근의 활성도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22.12 ± 1.37) 성인 40명

을 모집하였고 중도 탈락자는 6명으로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34

명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를 통해 정

상 구간의 점수(0–20점)에 해당하는 건강한 남녀로 구성되었으며, 대

상자들에게 주로 쓰는 손이 어느 손인지 질문하여 우세 손이 오른손인 

성인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제외 조건은 우울증 약 복용자, 흡연

자, 실독증, 조울증, 대인 기피증, 공황 장애, 알코올 중독, 청력장애, 시

각장애, 최근 6개월 이내에 어깨 통증을 경험한 자는 연구대상에서 제

외하였다[24]. 본 연구는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으

며(jjIRB-180917-HR-2018-0908) 심의를 통과한 후에 연구를 진행

하였다. 측정 전 모든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

한 설명을 하였으며, 연구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측정을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평가도구

1) 시각적 아날로그 기분 척도(visual analogue mood scale, 

VAMS)

VAMS는 대상자의 영상 시청 전과 후의 감정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표준화를 위해 0–10점의 범위를 설정하였다[9]. 시각적 사

상 척도는 대상자들의 감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10 cm 길이의 선에서 좌측 끝은 우울한 상태(0 cm)를 뜻하고 우측 끝

은 기분이 좋은 상태(10 cm)를 의미한다. 대상자는 VAMS를 보고 현

재 자신의 기분을 점수로 대답하였다. 행복한 감정과 슬픈 감정에 대한 

VAM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0.71과 0.83으로 보통과 좋은 신

뢰도를 보이며[25], 신경학적 손상을 입은 환자들의 연구에서 좋은 타

당도를 보였다[26].

2) 표면 근전도(electromyography, EMG)

표면 근전도(Trigno wireless surface EMG; Delsys Inc., Natick, 

MA, USA)를 사용하여 영상 시청 전 및 후의 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도

를 측정하였다. 표면 전극은 무선으로 본체 기기와 정보를 교환하여 근

전도 측정 결과를 검사 직후 확인하였다. 그다음 각 근육에서 수집한 

EMG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EMG 분석 소프트웨어 응용 프

로그램인 Works Acquisition에서 처리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표본추

출률(sampling rate)은 2,000 Hz, 주파수 대역폭은 10–450 Hz로 하

였다. 수집된 근전도 신호는 root mean square 값으로 처리하여 근육

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Table 1.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34)

Variables Value 

Height (cm) 167.77 ± 8.57
Weight (kg) 65.44 ± 14.37
Age (y) 22.12 ± 1.37
Depression scale (score) 8.68 ± 1.23
Sex (male/female) 13/2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or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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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1) 근활성도 측정

위팔두갈래근은 척수손상환자와 같이 팔의 기능 및 활동성 증진이 

필요한 환자들 및 좋은 신체 모양을 갖추고 싶어하는 비장애인들이 근

력 훈련을 많이 하는 근육 중 하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팔두갈래근

을 선정하여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위팔두갈래근의 견봉 내측에서 

팔 오금 사이 선상에서 팔꿈치로부터 1/3 지점을 표시한 후, 해당 근육

의 근섬유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1개의 전극을 부착하였다[27]. 표면 

전극을 부착하기 전, 피부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착 부위에 제모를 

하고 알코올 솜으로 표면을 소독하였다. 배치 부위가 달라지지 않도록 

견봉 내측에서 팔오금까지의 거리를 기록하고 전극 부착 부위 표시가 

지워지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하였다. 마커 부착 오류를 줄이기 위

해 훈련된 2명의 측정자가 진행하였으며, 환자의 성별과 동일한 성별

을 가진 측정자가 부착하였다(Figure 1A). 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도는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

tion, MVIC)을 측정하는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MVIC 측정 자세는 힘

판 위의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팔꿉관절을 90도 굽힘, 아래팔을 완전히 

뒤침 한 자세였다. 힘판에 걸어 둔 체인을 손목에 걸고 최대한으로 잡

아당기게 하여 근활성도와 힘의 크기를 측정하였다(Figure 1B). 측정

은 총 5초 동안 진행하였으며 처음과 마지막 1초를 제외한 3초 동안을 

평균 내어 근전도 신호량을 %MVIC로 하였다. 참고로 MVIC 측정 자

세에서 영상 시청 전, 후의 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도 역시 측정되었기 

때문에 근활성도량이 MVIC의 100%를 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2) 감정변화 유도 영상

유튜브를 통해 조회 수가 가장 높고,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기준을 

정하여 슬픈 감정을 유도할 수 있는 영상(부모님에 관한 영상, 반려견

에 관한 영상), 기쁜 감정을 유도할 수 있는 영상(웃음을 유발할 수 있

는 동영상)을 각 5개씩 선정하였다. 영상 선택 방법은 Erber 등[28]의 

선행 연구 기준을 참고하여 선택하였다. 대상자가 시청할 영상은 라틴

스퀘어(Latin square)를 통하여 기쁜 영상을 먼저 볼지 슬픈 영상을 먼

저 볼 것인지 무작위로 결정하였다.

3) 실험 절차

대상자는 1주일의 기간을 두고 총 2번 방문하였고 그중 한 번은 슬

픈 영상을 시청하고 나머지 한 번은 기쁜 영상을 보았다. 영상 시청 후

의 즉각적인 감정 및 근활성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영상 시청 

전과 후의 감정변화 및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시청했던 영상의 

효과가 다음 시청할 영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막기 위해 1주일의 기간

을 두었다. 측정 방법 및 조건은 동영상 종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동

일하였다. 대상자가 처음 방문하게 되면 실험 동의서에 서명 후, 대상

자들의 현재 감정 상태를 VAM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후 우세 

측 상지에 위치한 위팔두갈래근의 MVIC를 3번 측정하고, 다시 동일

한 자세로 근전도 신호량을 측정하였다(Figure 1). 보상 작용을 방지하

기 위해 구두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일정한 측정을 위해 50

초 동안 5초 당긴 후 10초 휴식을 3번 반복 측정하였다. 측정이 끝나고 

3분의 휴식시간 후에 무작위로 정해진 영상을 시청한 후 다시 VAMS

와 EMG를 측정하였다. 1주일이 지난 후 두 번째 방문 시 대상자는 남

아있던 영상을 시청하였으며, 첫날과 동일하게 시청 전후로 VAMS 및 

EMG를 측정한 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4. 분석방법

실험 후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통계 처리 프로그램인 R studio 

1.2.5001 (R Studio Inc., Boston, MA, USA)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대상자들의 위팔두갈래근의 영상 시청 전후의 근활성도 및 

VAMS 점수의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해 콜모고로프-스미르노브 정규

성 검정(Kolmogorov-Smirnov test)을 하였다. VAMS 점수는 측정 시

A B

Figure 1.Figure 1. (A) Electromyography application 
on the biceps brachii. (B) Measurement of 
musc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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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영상 시청 전과 후)과 영상의 종류(행복한 영상과 즐거운 영상)를 요

소(factor)로 지정하여 혼합 모형 선형 회기 분석(mixed-effect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고, 각각의 대상자들은 랜덤 변수

(random effect)로 지정하였다. 근활성도는 슬픈 영상을 보기 전의 근

활성도가 기쁜 영상을 보기 전 근활성도보다 높아, 영상 보기 전 근활성

도를 공변량으로 지정한 공변량 분석(ANCOVA)을 시행하였다. 영상의 

종류를 요소로 지정하여 영상 시청 후의 근활성도가 영상의 종류에 따

라 다른지 알아보았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 = 0.05로 설정하였다.

RESULTS 

시각 아날로그 척도에서 기쁜 영상 시청 후 VAMS의 값이 영상 시청 

전 값보다 증가하여 긍정적인 감정변화를 보였고(p = 0.006), 슬픈 영

상 시청 후는 VAMS의 값의 감소를 보여 우울한 감정의 변화를 보였다

(p < 0.0001) (Table 2). 영상 시청 전의 VAMS 값은 영상의 종류와 상

관없이 동일하였으나(p = 0.458), 영상 시청 후 VAMS는 기쁜 영상을 

보고 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p < 0.0001). 위팔두갈래

근의 근활성도 변화는 영상 시청 전 근활성도를 공변량으로 조정했을 

때, 영상의 종류에 따른 근활성도 변화가 없었다(p > 0.05) (Table 3, 

Figure 2). 

DISCUSSION 

본 연구는 우울증이 없는 신체 건강한 20대 34명을 대상으로 감정의 

변화가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이 없는 정상인을 분류하였고, 1주일 간격

으로 기쁜 영상과 슬픈 영상을 보여주어 영상을 보기 전과 후의 시각적 

아날로그 기분 척도를 사용하여 감정의 변화와 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

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

이 운동 신경을 억제하고 최대 근육 수축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거들을 

기반으로, 많은 근섬유들을 포함한 대근육인 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도

를 측정하였다[28-31]. 영상 시청은 시각적 아날로그 기분 척도로 측정

된 감정변화를 이끌어 냈으나(p < 0.05), 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도에

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p > 0.05). 

영상을 보기 전과 후의 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도의 유의한 변화는 

영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영상 시청으로 인한 감

정의 변화가 근활성도의 측정시까지 유지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

다. Lee 등[32]에 의하면 대학생 54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영상과 사진

을 보여주었을 때, 눈썹주름근과 눈둘레근의 근활성도 변화가 영상 및 

사진을 시청하는 동안에만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 효과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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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Figure 2. VAMS and EMG data for the biceps brachii muscle. (A) VAMS scores changed significantly after watching both the happy and sad videos, but 
VAMS score changed more after watching sad video than after watching happy video. (B) EMG values were presented by %MVIC and they were not differ-
ent before and after watching happy or sad videos. However, the initial EMG values were lower when the subjects watched happy videos. The mean and 
standard error were shown. The significance level was represented by *p < 0.05. VAMS, visual analog mood scale; %MVIC, % maximum voluntary isomet-
ric contraction; NS, no significant effect between before and after watching the video; EMG, electromyography.

Table 2.Table 2. Changes in muscle activity of biceps brachii before and after 
viewing video (%MVIC) (N=34)

Video Pre Post Change p

Happiness video 0.95 ± 0.34 0.92 ± 0.37 0.03 ± 0.04 0.435
Sadness video 1.04 ± 0.53 1.02 ± 0.52 0.02 ± 0.01 0.08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MVIC, %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Table 3.Table 3. Comparison of VAMS before and after viewing video (N = 34)

Variable Video Pre Post p

VAMS Happiness video 5.6 ± 2.31 5.84 ± 1.8 0.007
Sadness video 6.48 ± 2.14 3.76 ± 1.74 <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VAMS, Visual Ana-
logue Mood Scale. *Significa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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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지 않아 눈에 띄는 근활성도의 변화를 영상 

시청 후 측정 시 관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Shahidi 등[22]

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컴퓨터 작

업 간에 목 근육의 활동과 자세를 측정하였을 때, 상부 등세모근의 근

활성도만 선택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컴퓨터 마우스를 이

용하는 움직임 자체가 상부 등세모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

이 상부 등세모근의 근육의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관찰된 

것이라 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영상을 시청으로 감정변

화를 겪을 때 특정한 근육의 활동 없이 앉아있었기 때문에 근활성도의 

유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12]. 마지막으로 영

상 시청으로 인한 감정의 변화가 위팔두갈래근과 같은 대동작 근육의 

근활성도의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의 큰 변화는 아니었

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에서는 영상을 보기 전과 후에서 유의

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시청한 영상이 근

활성도의 차이는 일으키지 못했지만 대상자들의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

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Vlaeyen 등[33]은 만성 요통을 가지

고 있는 대상자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영상 시청 후 앞정강근과 흉요추

부기립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을 때, 영상을 볼 때 두려움이라는 주

관적인 감정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유의한 근활성도의 변화는 없었지

만 해당 근육의 활성도는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또한 감정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영상을 시청 후, 주관적인 감정변화를 확인하였

으나, 근활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변화는 상대적으로 길게 지속되나 근육의 활성도

와 같은 생리적 부분은 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는 도중에 발생하

며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감정변화를 유도하는 영상을 

시청함과 동시에 근활성도의 변화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영상을 모두 시청한 후에 근활성도를 측정하였지

만 향후 연구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볼 때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여 감정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근활성도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로는 장기적으로 시청각자료를 통한 감정의 변화가 근활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 요즘 시대에는 장시간 동안 SNS

나 대형 동영상 플랫폼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시간도 높기 때문에 장

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감정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영상들이 근활성

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

막으로는 20대의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 시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다

양한 연령이나 우울감이 심한 사람들에게 같은 결과를 적용할 수 없다

는 것이다. 또한 위팔두갈래근을 포함한 주변의 다른 근육들의 근활성

도를 측정해보아 좀 더 심층적으로 유도된 감정의 변화가 대근육 운동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우울증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 남녀 20대 34명을 대상

으로 의도적으로 유도된 감정의 변화가 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감정변화에 따라 근활성도의 변화

를 실시간으로 관찰하지 않아 기쁜 영상이나 슬픈 영상 시청 전후 근활

성도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기쁜 영상을 보았을 때 대상자

들의 감정이 슬픈 영상을 보았을 때보다 기쁘게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대상자의 감정을 기쁜 상태로 유지하고 효율적인 훈련을 하

기 위해서는 슬플 때보다 기쁠 때 훈련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훈

련 시 근활성도 증진을 위해 감정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들

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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