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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은 집 할 때 유발되는 특정한 뇌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집 과 련된 

뇌 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집 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로 시각자극을 설정하 다. 즉 시각자극으로 

구성된 과제를 제시하여 피험자가 집 할 수 있도록 하 다. 피험자로부터 유발되는 뇌 는 극의 치에 따

른 채 별로 계측하 고, 계측한 뇌 는 주 수 역별로 나 어 분석하 다. 그 에서도 특히 SMR, 

Mid-beta, Theta 에 해당되는 주 수 역의 워 스펙트럼으로 분석하 고,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다.

ABSTRACT

It has been known that the particular brain waves are induced when a human concentrates. In our study, we aimed to analysis 

the brain waves related to human concentration using visual stimulus to induce the concentration. The visual stimulus tasks were 

presented to subjects for concentration. We measured EEG signals with several channels and analyzed the signals into several 

frequency bands. In the measured EEG signals, we analyzed to focus on theta waves, SMR waves and mid-beta waves. Therefore 

we presented the result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the EEG signals related to the huma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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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화 시 에 어들어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면

서 인간의 집 력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게임이나 텔 비 과 같은 일방 인 자극은 성장해 

가는 청소년들의 사고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되고 있다. 최근의 스마트폰이란 휴 용 미디어 앞에

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할 정도로 청소년의 주의 부족

이 더욱 심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 의해서는 두엽의 기능이 하

되고 좌뇌와 우뇌의 교류가 부족해지면서 창조 인 

작업을 한 도 의식보다는 컴퓨터 게임이나 텔 비

 시청과 같은 단순하고 반복 인 작업에만 매달리

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런 반복  일에만 몰두하면 집

력이 약해지기 쉬우며 어지럼증, 알 르기성 질환등

의 증상을 동반하고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학습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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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증상이 심화되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ADHD)나 틱장애(Tic Disorder)와 같은 질

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1]. 

따라서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어 집 력 부족 상황

을 겪게 되는 청소년은 학습부진 만이 아니라 사회성

에도 문제를 드러낼 장애요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온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인

간의 집 력을 연마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

요하고, 그것을 해서는 인간의 집 력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재까지 인간의 인지과정과 뇌 와의 계[2-5] 

 인간의 집 에 련된 연구는 다수 있지만[6-8], 

시각자극에 의하여 유발되는 집 력과 련된 연구

[10]는 그다지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간이 시각 자극에 의해 집 력을 

발휘할 때 사용되는 뇌에서 유발되는 EEG 신호를 계

측, 분석하여 집 력과 뇌 와의 계를 조사하는 것

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서 우선 시각자극으로 

구성된 과제를 피험자에게 제시하여 집 력을 유발시

킨 후, 그 때 유발되는 EEG 신호를 계측하 다. 다음

에는 계측한 EEG 신호를 주 수 역에 따른 워 스

펙트럼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 까지의 연구

논문에서 집 력과의 련성이 상 으로 높은 것으

로 알려진 세타 (4∼7Hz), SMR (12∼15Hz)  

간 베타 (15∼18Hz)의 3종류 뇌  워 스펙트럼을 

비교 분석하여[9], 인간의 뇌 와 시각자극에 의한 집

력과의 상 성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Ⅱ. 뇌 의 계측  분석

2.1. 뇌  계측

본 뇌 실험에는 기본 으로 정신 , 인지  병력

이 없는 만 15세, 16세의 건강한 여성들로 구성된 10

명의 피험자가 참여하 다. 뇌 를 측정하는 장비는 

(주)Laxtha의 poly G-A를 사용하 고, 뇌 (EEG)를 

측정하기 한 극을 부착하는 방법으로는 국제 으

로 공인되어있는 10-20 극배치법을 사용하 다. 

본 뇌 실험에서는 10명의 피험자에게 동일한 그림

과 자 속에 다른 형태의 그림과 자를 삽입하여 

놓은 이미지를 시각자극으로 제시하 다. 피험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시각자극으로 제시한 이미지 속에서 

다른 형태의 그림이나 자를 찾아내는 일종의 숨은 

그림 찾기 형태의 과제이다. 피험자들이 답이 되는 그

림이나 자를 찾기 하여 집 할 때의 뇌 를 계측

하기 한 방법이다. 피험자에게 제시할 시각자극 과

제에는 피험자가 찾아야 할 목표물을 1개씩 삽입하

고, 시각자극을 피험자에게 제시하는 시간은 20 로 

설정하 다. 그림 1과 같이 피험자의 두피에 부착한 

극 에서 Fp1, Fp2, F3, Fz, F4, C3, Cz, C4의 8개

소 치의 극에서 계측한 뇌 를 분석 상으로 하

다. 

그림 1. 뇌 계측을 한 극의 치
Fig. 1 Electrode location for EEG signal measurement

본 뇌 실험은 자극 스 링 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성되었고, 알림말 10 , 시각자극 제시 20 , 휴식 

20 의 순서로 구성된 것을 1세트의 자극으로 설정하

다. 숨은 그림자극  숨은 자자극은 각각 5세트

로 구성하여 각 피험자에게 순서 로 제시하는 방법

을 이용하 다. 그림 2는 자극 1세트를 피험자에게 제

시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피험자 당 숨은 그림자

극 5세트와 숨은 자자극 5세트를 합하여 총 10세트

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 다.

본 실험에서 측정된 뇌 는 4∼50Hz의 역통과필

터(Band Pass Filter)로  처리한 후 분석하 는데, 

뇌 는 알림말, 휴식시간  자극이 제시된 시간에 유

발된 뇌 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계측한 뇌 는 주

수 역별로 나 어 분석하 는데, 최종 으로는 세

타 (4∼7Hz), SMR (12∼15Hz)  간 베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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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Hz)의 워 스펙트럼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이

용하 다. 

그림 2. 시각자극 과제의 수행 과정
Fig. 2 Process of visual stimulus task

뇌 의 워 스펙트럼으로 집 에 련된 상태를 

나타내는 집  지표(Concentration Index : CI)를 계

산할 수 있다. 집  지표는 세타 , SMR   간 

베타 의 워를 각각  ,  , 라

고 할 때 식 (1)과 같이 정의된다[8].


 

(1)

본 논문에서는 뇌 실험에서 계측된 신호를 워 

스펙트럼으로 분석한 후, 식 (1)의 집  지표를 이용

하여 시각자극에 의한 집 과 련된 뇌 의 특성을 

분석하 다. 

2.3. 뇌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시각자극 과제를 수행하

는 동안 각 극 치를 채 로 구분하여 계측한 뇌

를 주 수 역에 따른 워 스펙트럼으로 분석하

는 것을 기본 인 방법으로 설정하 다. 주 수 역

별로 분류되어 있는 뇌  에서도 상 으로 인간

의 집 과 련성이 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세타 , 

SMR   간 베타 에 주목하여 피험자의 뇌

를 비교 분석하 다. 10명의 피험자  계측된 뇌

가 다른 피험자에 비해 비정상 으로 크게 나타난 1

명의 피험자를 제외한 9명의 피험자의 뇌 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림 3. 그림자극 과제의 워 스펙트럼 비교 (a) 
세타 , (b) SMR , (c) 간 베타

Fig. 3 Comparison of power spectra from pictorial 
stimulus task (a) theta wave, (b) SMR wave, (c) 

mid-beta wave

먼  시각자극 과제의 종류에 따른 피험자의 뇌

를 비교하기 하여, 피험자에게 제시한 시각자극 과

제를 숨은 그림자극의 형태와 자자극의 형태로 구

분하여 뇌 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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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자극 과제의 워 스펙트럼 비교 (a) 
세타 , (b) SMR , (c) 간 베타

Fig. 4 Comparison of power spectra from letter 
stimulus task (a) theta wave, (b) SMR wave, (c) 

mid-beta wave

그림 3은 각각의 피험자가 숨은 그림자극에 의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계측한 뇌 를 분석한 결과이

다. 각각의 그림 (a), (b), (c)는 순서 로 세타 , 

SMR , 간 베타 로 구분하여 시각자극 과제를 수

행 일 때와 휴식하는 동안에 유발된 뇌 의 워 

스펙트럼으로 분석하여 비교한 것이다. 그림 4는 숨은 

자자극에 의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계측한 뇌

를 분석한 것이다. 그림 (a)∼(c)는 그림 3의 순서와 

동일하게 세타 , SMR , 간 베타 로 구분하여 

과제를 수행 일 때와 휴식하는 동안에 유발된 뇌

의 워 스펙트럼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5는 과제수

행 과 휴식 인 총 피험자의 뇌 를 평균한 값을 

비교한 것이다. 좌측은 숨은 그림자극에 의한 결과, 

우측은 숨은 자자극에 의한 결과로서 각 그림 (a), 

(b), (c)는 순서 로 세타 , SMR , 간 베타 의 

워 스펙트럼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그림자극  자자극 과제의 평균 워 
Fig. 5 Average power from pictorial and letter stimulus 

task 

숨은 그림자극에 의한 결과인 그림 3에서는 세타

의 경우 3명, SMR 와 간 베타 의 경우 7명의 피

험자가 과제 수행 시의 워가 더 높게 나타났다. 숨

은 자자극에 의한 결과인 그림 4에서도 세타 의 

경우 3명, SMR 와 간 베타 의 경우 7명의 피험

자가 과제 수행 시의 워가 더 높게 나타났다. 피험

자들의 워 스펙트럼을 평균하여 과제 수행과 휴식

상태의 뇌 를 비교한 그림 5는 앞의 결과 그림 3과 

그림 4의 결과가 종합 으로 반 된 것으로 그림과 

자자극 과제 모두에서 세타 는 휴식상태, SMR

와 간 베타 는 과제 수행 상태에서의 워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뇌  분석 결과에서 과제 

수행 시에 워가 크게 나타난 SMR 와 간 베타

의 경우가 시각자극에 의한 피험자의 집 과 보다 

련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타 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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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과제의 종류에 상 없이 휴식 상태의 워 스펙

트럼 값이 과제수행 시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기 때

문에, 집 과 휴식의 비교 지표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집 력과의 상 성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 그림자극  자자극 과제의 집  지표 비교 
Fig. 6 Comparison of concentration index between 

pictorial and letter stimulus taskr

다음에는 각 피험자별로 식 (1)로 정의되는 집  

지표를 계산하여 숨은 그림자극과 숨은 자자극으로 

구성된 과제에 한 집 도를 비교 분석하 다. 그림 

6은 9명의 피험자에 하여 분석한 숨은 자자극에 

한 집  지표와 숨은 그림자극에 한 집  지표를 

비교한 것으로 각 피험자의 집  지표는 10세트의 시

각자극 과제를 수행할 때의 데이터를 평균한 것이다. 

그림 6을 찰하면, 9명의 피험자 에서 7명의 피험

자 즉 77.78%의 경우가 숨은 그림자극에서 상 으

로 높은 집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숨은 그림  자 찾기 형태의 시

각자극 과제로 피험자의 집 을 유발시켜 뇌 를 계

측한 다음, 주 수 역에 따른 워 스펙트럼으로 분

석한 결과를 제시하 다. 특히 인간의 집 과 련도

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세타 , SMR   간 베타

를 분석 상으로 하여 시각자극에 의한 인간의 집

과 련된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 다. 

실험결과에서 숨은 그림자극  숨은 자자극 과

제 모두에서 시각자극에 집 하는 경우, SMR 와 

간 베타 는 높게 나타나고, 세타 는 낮게 나타난다

는 사실이 측되었다. 각 피험자에 하여 각각 비교

한 결과로도 77.78%의 피험자의 경우에 SMR 와 

간 베타 는 집  시가 휴식 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측하 다. 피험자의 워를 평균한 값으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그림  자자극 과제에서 모두 

SMR 와 간 베타 는 집  시에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간의 시각자극과 

련된 집 에 해서는 SMR 와 간 베타 의 상

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며, 시각자극 련 집  상

을 찰하기 해서는 SMR 와 간 베타 를 분석

하는 것이 효율 일 것으로 단된다. 한 인간의 집

도와 련된 집  지표를 분석해 본 결과, 77.78%

에 해당되는 피험자가 숨은 자보다는 숨은 그림자

극 과제의 경우에 집  지표가 높게 나타나는 상을 

측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시각자

극에 의한 인간의 집 도는 뇌  에서도 SMR 와 

간 베타 의 활성상태로 추정하는 것이 효율 일 

것으로 단된다. 아울러 인간의 집 에 상 으로 

효율 인 시각자극은 자의 형태보다는 그림의 형태

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숨은 그림  자자극으로 인간의 

집 도를 뇌 로 분석하여 시각자극에 의한 집 도는 

SMR 와 간 베타 로 추정 가능하다는 사실과 인

간의 집 에는 자의 형태보다는 그림형태의 시각자

극이 보다 효율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결과로부터 주의력결핍과 같은 장애를 가진 

인간의 집 력을 개선하는데 간단한 시각자극을 이용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시각자극이 집 에 활용되는 정

도는 SMR 와 간 베타 의 활성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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