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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감정은 환경적(외재적) 요인, 내재적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전기적 생체신호 발생을 통해 신체적 변
화를 일으킨다. 본 연구에서는 총 5 명의 피험자(남성 3명, 여성
2명)를 대상으로 세 가지 감정(슬픔, 기쁨, 공포) 감정을 유발하
여 심박변이도 지표인 LF/HF ratio, 피부전도도, 체온을 측정하
였다. LF/HF ratio 분석 결과, 피부전도도는 기쁨, 슬픔 감정에
서는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공포 감정에서는 하락하였다.
체온은 감정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감정에 변화를 생체신호로 정량화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1. 서

인간의 감정은 날씨나 온습도, 특정 사건 등의 환경적(외재적)
요인, 또는 질병이나 호르몬 변화 등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지
속적으로 변화한다. 감정의 변화는 전기적 생체신호(electrical
bio-signals)를 발생하며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계적·전기적
메카니즘을 갖는다[1]. Noh는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 긍정적 감
정 중 기쁨, 평온, 슬픔, 두려움 감정에 대해 신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변화를 센서로 측정 분석하여 감정의 분류가 가능함을
발표하였다[2]. Lee와 Suh의 연구에서는 감정의 변화가 뇌전도
뿐 아니라 심박변이도, 피부전도도, 피부 온도, 호흡에도 나타남
을 발표하였다[3, 4]. 이것은 간단한 센서 부착으로 일상 속 개
인의 감정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정신
의학과에서 정서와 감정을 진단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문 형
태의 검사도구를 적용하여 감정변화와 연관된 내·외재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2, 4]. 이러한 자가설문검사를 통한 주관적
평가와 생체신호 변화분석을 통한 객관적 평가를 병행하면 감정
진단 분석의 정확도를 높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전도, 피부전도도, 말단 피부 체온을
측정하여 개인별 감정변화의 차이와, 외재적 요인에 따른 감정
의 변화가 생체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 본
2.1 피험자 모집 및 시청각 자료

<그림 1> 감정 유도 및 자극에 사용한 시청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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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우울증이나 정신과 치료, 신경정신과 약물 복용 및 심혈관계
질환 관련 병력이 없는 건강한 대학생 5명(24.2±3세, 남: 2명,
여: 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 세 가
지 감정(슬픔(Sad; S), 기쁨(Joy; J), 공포(Fear; F)를 유발하는
영상을 선정하여 종류별로 3분간 무작위 순으로 시청하도록 하
였고 실험 전 아무 자극이 없는 상태의 정서적 중립상태
(Neutral; N)를 대조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영상 자료의 선정 기
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슬픈 국내 영화’, ‘산책’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였다(그림 1).

2.2 생체신호 측정 센서 및 부착 위치

실험 중 실시간 생체신호 변화 측정을 위해
AD8232(ANALOG DEVICES, USA) 심전도 펄스 측정 센서,
피부전도도(Seeed Studio, China, Grove-GSR_Sensor V1.2),
MAX30205(Maxim Integrated, USA) 체온 측정 센서를 사용하
였다. 심전도 측정에 사용한 센서는 단극사지유도 방법을 사용
해 왼손, 오른손의 표재지굴근과 왼쪽발 복숭아뼈 위쪽 2 cm의
비골에 패치를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피부전도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Galvanic Skin Response(GSR) 센서는 왼손의 검지와 중
지의 두 번째 마디에 착용하였다. 체온 측정은 경추(C5)로 부터
좌측으로 2-3cm 가측(lateral)에 체온계 센서를 부착하였다[5].
생체 신호(심전도, GSR, 말단 피부 체온) 데이터는 각 센서와
연결된 Arduino uno와 노트북을 통해 sampling rate 100 Hz로
수집되었다.
2.3 실험 프로토콜
참
척
f
p

본 실험에 여하기 전 모든 대상자들은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도(Center or E ider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설문 결과 0-20점의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실험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5명의
피험자들은 모두 Neutral, Sad, Joy, Fear 감정을 유도할 수 있
는 영상을 무작위 순으로 시청했고 정서의 안정화를 위해 각 영
상물 사이에 1분간의 휴식이 주어졌다. 각 영상물 시청 후 차별
적 정서척도(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설문지를
작성하였다(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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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 프로토콜

2.5 데이터 분석

감정변화 유도에 따른 심전도 주파수 범위 분석 및 피부전도
도 분석은 MATLAB R2020B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였다. 심
전도 데이터는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이용하여 주파수 대역 스펙트럼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
집된 심전도 주파수 영역 중 0.04-0.15 Hz 사이의 저주파 성분
(Low Frequency; LF)과 0.15-0.4 Hz 사이의 고주파 성분(High
Frequency; HF)을 추출하였다[6]. 추출된 주파수로 LF/HF ratio
를 계산하고 감정변화에 따른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를 분석하였다. 심박변이도 분석에서 LF는 교
감신경, HF는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사용
되며, 심박변이는 호흡주기와 연관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이다. LF/HF ratio에서 0.5 ~ 2.0의 범위를 자율신경계
의 균형 상태(정상범위)라 말한다[6]. 말단 피부에서 측정한 체
온은 실험 시간 동안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개체
내 유발 감정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측정된 모든 생체신호는
DES-IV 검사의 점수와 비교분석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안정(resting)상태에서의 무감정(대조군,N)을
기반으로 인간이 느끼는 세 가지 주요 감정인 슬픔(S), 기쁨(J),
공포(F)상태에서의 생체신호(심전도, 피부전도도, 말단피부 체온)
의 정량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피험자의 체온
변화는 안정 상태를 제외한 세 가지 실험 감정에서 모두 최대
±0.05 ℃의 오차를 보여 단기간 동안 유발된 감정에 따른 체온
의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전도의 FFT 분
석을 통해 추출된 LF/HF ratio 지표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피험자 별 감정에 따른 LF/HF ratio의 변화

Sub1
Sub2
Sub3
Sub4
Sub5

Neutral
0.65
0.63
0.77
0.66
0.52

LF/HF ratio
Sad
Joy
0.8
0.64
0.61
0.5
0.79
0.65
0.77
0.59
0.66
1.04

Joy
Joy
Neutral

<
J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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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tral
<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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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tral
<
<
Sad
<
Sad
< Fear

Sad

체온 분석 결과 세 가지 감정에 따른 변화가 미미하였다.
LF/HF ratio의 결과 중 sub2의 경우 다른 피험자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개인의 성격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 가지 감정을 자극하는 영상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변화를 일으키기까지 소요
되는 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감정을 충분히 유도 시키지 못한 것
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감정 유도 영상의 길이를 증가시켜 감정 자
극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생체신호를 수집하고자 한
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생체신호와 감정의 정량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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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피험자 별 감정에 따른 LF/HF ratio의 순위

Fear
Joy

<그림 3> 감정별 피부전도도 변화

Fear
0.5
0.54
0.98
1.04
0.91

LF/HF ratio 분석 결과, 5명 중 4명의 피험자에서 Neutral 상
태에서 보다 Sad 상태에서 LF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났으며, 5명
중 3명의 피험자에서 Sad 보다 Fear 상태에서 LF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명 중 3명의 피험자에서 Joy, Neutral,
Sad 순으로 LF가 높아짐을 나타내었다(표2).
Sub1
Sub2
Sub3
Sub4
Sub5

하며 하강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세 가지 감정을 피부전도도
를 통해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

<
<
<
<

Sad

Neutral
Fear
Fear
Joy

세 가지 감정에 따른 피부전도도의 변화는 그림 3와 같다. 그
림 3(a)는 Neutral 상태로, 4명의 피험자의 피부전도도가 상승
추이를 보였다. 그림 3(b)는 Sad 상태로, 5명의 피험자의 피부전
도도가 상승 추이를 보였다. 그림 3(c)는 Joy 상태로, 4명의 피
험자의 피부전도도가 상승 추이를 보였다. 그림 3(d)는 Fear 상
태로, 5명의 피험자의 피부전도도는 하강하는 추이를 보였다.
Joy의 감정이 나타날때 부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높아지며 교감
신경의 활성도가 낮아져 HF 성분의 비율이 높아진다. 반면 Sad
와 Fear에서는 부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낮아지며 교감신경의 활
성도가 높아져 LF 성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피부전도도 분석 결과, Neutral 상태 및 Sad, Joy 감정에
서는 피부전도도가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Fear에서는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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