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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생체신호 연구의 목표들 중 

하나는 생체신호를 통해 사용자와 멀티미디어 콘텐

츠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

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하

는 동안 시청자의 감정적 경험을 해석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시청자의 감정적 경험을 평가하기 위

한 기존 연구들은 얼굴 표정과 몸짓 등의 방법을 사

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정적인 상태를 확인하

는데 있어 생체신호를 사용하는 연구들이 주목 받고

있다.

생체신호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은 심전도(ECG),

피부전도도(Skin Conductance, SC), 근전도(EMG),

호흡, 맥박 등과 같은 자율신경계의 신호들을 사용하

였다[1-4]. 생체신호의 반응은 감정적인 상태를 평가

하는 지표로서 더 상세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뇌파(EEG)는 높은 시간 해상도를 가지며, 비 침

습적 측정이 가능한 생체신호이다. 본 논문에서는 뇌

파를 이용하여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시청자의 감정

적 경험을 분석한다.

감정 처리를 조사하기 위해 인지과학(Cognitive

neuroscience)에서는 주로 뇌파를 사용하였다. 뇌파

를 델타(δ: 1-3 Hz), 세타(θ: 4-7 Hz), 알파(α: 8-13

Hz), 베타(β: 14-30 Hz), 감마(γ: 31-50 Hz)로 나누어 

분석하고, 감정 처리를 분석하기 위해 뇌파의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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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과 감정 상태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뇌의 앞

쪽 영역에서 대칭 전극 사이의 알파 파워가 비대칭인 

현상은 감정을 조사하는 뇌파 지표 중의 하나이다

[5-7]. 또 다른 뇌의 변화는 두정엽 부분의 베타 파워 

비대칭과 두정엽 우측 부분의 감마 스펙트럼 변화이

다[8-9]. 이러한 결과들은 뇌파를 이용하여 감정 상

태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10]. 따라

서, 다른 생체신호와 비교하여 뇌파는 감정적인 반응

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시청자가 인

지하는 범죄의 두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시각자극과 

청각자극, 시청각자극이 제시되었을 때의 뇌파변화

를 확인한다. 시각자극과 청각자극, 시청각자극으로 

제작된 oddball paradigm의 ERP task를 이용하여 자

극이 제시되었을 때의 뇌파를 측정하고 사건관련전

위를 분석한다. 각 자극 사이의 사건 관련 전위를 확

인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한다.

그 결과, 사건관련전위가 각 자극에 따라서 다르

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각자극은 N100과 

P200, P300에서 변화하였고, 청각자극은 P200과 N200,

P300에서 변화하였다. 그리고, 시청각자극은 N100

과 P200, N200, P300에서 변화하였다. 변화 폭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시청각 자극에서 시각자극과 청

각자극보다 변화량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감정

적 상태를 확인하는 기존 연구들을 기술하였고 3장

에서는 자극에 대한 설명과 실험 방법을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뇌파 신호의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고 마

지막 5장은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관련연구

뇌파를 이용하여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는 과거부

터 진행되어왔다. 뇌파를 이용하여 감정을 분석하기 

위해 사건관련전위(Event Related Potential, ERP)

를 사용하는 방법과 스펙트럼과 주파수 특성을 분석

하는 연구가 있다. 우선, 사건관련전위를 사용한 연

구로 Dongen V. et al.[11]은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12]를 이용하여 감정을 인지할 때 그

림과 사진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려움을 측정

하는데 있어서 검증된 방법 중 하나인 late positive

potential(LPP)[13]을 추출하였고 그림을 미화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issler J. et al.[14]는 

단어를 인지할 때의 사건관련전위를 측정하여 감정

적인 단어는 문법의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뇌파를 스펙트럼과 주파수 특성을 이용한 연구로 

Kostyunina M.B. et al.[15]은 기쁨과 화남, 두려움,

슬픔 각 감정에 대한 뇌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대 주파수 빈도가 기쁨과 화남 감정에서는 

증가하는 반면 두려움과 슬픔 각정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llen J.J.B et al.[5], Schmidt L.A.

et al.[6], Heller W.[7]은 뇌의 앞쪽 영역에서 알파 

파워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감정을 분

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chutter D.J.L. et

al.[8]은 정수리 영역에서의 베타 파워 비대칭을 통해 

감정을 분석하였고, Balconi M. et al.[9]은 오른쪽 두

정엽 부분의 감마 스펙트럼 변화를 통해 감정을 분석

하였다. 뇌파의 스펙트럼과 주파수 특성을 이용한 감

정인식 연구도 진행되어왔다. Xio-Wei Wang et

al.[16]은 Support Vector Machines(SVM)과 주파수 

특성을 이용하여 뇌파 기반의 감정인식을 연구하였

다. Yuan-Pin Lin et al.[17]은 SVM을 이용하여 음

악을 듣는 동안의 감정을 분류하였고, 82.29%의 정

확도를 얻었다. Mi-Sook Park et al.[18]은 비슷한 

수준의 원자가(Valence)와 각성(Arousal)을 나타내

기 때문에 분류가 어려운 분노, 두려움, 놀라움 감정

을 분류하였다. 선형 판별 분석(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를 이용하여 분류하였고, 66.3%의 

정확도를 얻었다.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lorenc T. et al.[19-20]

은 범죄의 두려움과 환경, 개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신체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경험을 Hollway W. et al.[21-

22]와 Hopkins P.E. et al.[23]이 인터뷰를 통해 조사

하였다. 그리고, Little J. et al.[24]는 시골에서 인터

뷰를 이용하여 범죄의 두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건관련전위를 이용한 연구들은 사진과 그림 같

은 자극의 종류 또는 인지의 과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감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스펙트럼과 주

파수 특성을 이용하여 진행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사건관련전위를 이용하여 피험자가 두려움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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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할 때의 뇌파 변화를 확인한다. 특히, 범죄의 두

려움에 대해서 인터뷰와 설문을 이용한 기존 연구와 

다르게 뇌파의 사건관련전위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

행한다.

3. 실험방법

3.1 연구대상자

본 논문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진

행하기 위해 IRB 사무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1040395-201705-04이다. 연구대상자는 

총 27명이 참가하였으며, 3명의 데이터는 자극 제시 

시간이 기록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오른손잡이이고, 남자 13명과 여자 12명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평균 나이는 23.8세이고, 모두 오른손

잡이이다. 실험은 빛이 차단되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

지되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모니

터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화면을 응시하였다.

3.2 데이터

뇌파 측정에는 NeuroScan사의 SynAmps RT 64-

channel Amplifier와 International 10-20 system에 

따라서 제작된 64-channels Quick-Cap을 이용하여 

뇌파를 측정하였다. 또한, 눈의 움직임을 제거하기 

위해 양쪽 눈 끝과 왼쪽 눈 위아래에 전극을 부착하

여 EOG를 측정하였다. 뇌파 측정에 사용된 소프트

웨어는 Curry7이고, 신호는 1000Hz로 수집되었다.

뇌파는 다양한 노이즈를 포함하기 때문에 분석을 진

행하기 전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25]. Curry7을 통해 

눈 깜박임으로 인한 노이즈를 EOG 신호를 이용하여 

제거하였고, EEGLAB을 통해 500Hz로 다운 샘플링

을 진행하고 Band-pass filter를 통해 0.1-30Hz 사이

의 신호를 추출하였다.

3.3 Oddball Paradigm

본 논문에서는 사건관련전위를 측정하기 위해 

oddball paradigm[26]의 ERP task를 사용하였다.자

극을 시각자극과 청각자극, 시청각자극으로 나누어 

총 3가지의 task를 제작하였다. Fig. 1은 실험에 사용

된 시각자극을 나타낸 것이다. 상단의 좌측의 사진은 

공포자극이고, 우측은 일반자극이다. 공포자극은 수

평 흑백 패턴이고, 일반자극은 회색의 부정형 패턴이

다. 패턴의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

해, 이미지를 검은색 프레임 안쪽에 넣어 보여주었

다. 또한, 일반자극을 확대하여 두 자극 사이의 패턴 

차이를 줄였다. Fig. 1의 하단은 ERP task에서 제시

된 자극의 모습이다. 청각자극은 비명소리를 공포자

극으로 사용하였고, 웃음소리를 일반자극으로 사용

하였다. 시청각자극은 시각자극과 청각자극이 동시

에 나오도록 제작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순서효과

(order effect)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극

의 순서는 모두 랜덤하게 제시되었으며, 자극과 자극 

사이의 시간은 0.5~1초로 랜덤하게 제시되어 다음 자

극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시각 자극은 0.3초동

안 제시되었고, 청각 자극과 시청각 자극은 0.5초동

안 제시되었다. 시각 ERP task는 공포자극 100회와 

일반자극 350회로 이루어져 있고, 청각과 시청각 ERP

Fig. 1. Visual stimuli of ERP task (Left: Fear stimuli, Right: Normal stimuli, Top: Original image, Bottom: Revis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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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는 공포자극 200회와 일반자극 600회로 이루어

져 있다.

3.4 실험절차

본 실험의 ERP task의 방법을 숙지하기 위해 모든 

연구대상자는 2분동안 단어 ‘Crime’과 ‘Normal’이 자

극으로 제시되는 ERP task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자가 ERP task에 익숙해지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전 ERP task로 인한 영향을 낮추기 위해 시각, 청

각, 시청각 ERP task의 순서는 항상 다르게 진행되

었다. 또한, 각 ERP task 사이에는 20분 동안의 휴식

을 통해 ERP task 사이의 간섭을 최소화하였다.

시각 ERP task는 약 10분정도가 소요되고, 청각과 

시청각 ERP task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험은 총 1시간52분이 소요된다. Fig. 2는 실험 과정

을 도식화한 것이다.

4. 실험결과

Fig. 3와 Fig. 4, Fig. 5는 각 자극의 midline(Fz,

Cz, Pz, Oz)과 T7, T8 전극에서의 평균 epoch 진폭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진폭은 피험자 전체의 모든 ep-

och의 진폭들의 평균이고, 자극 제시 시점을 0ms로 

통일하여 각 epoch의 시간을 동기화하였다. 시각 자

극에서는 전체적으로 두려움 자극이 더 높은 진폭을 

보였고, 청각자극에서는 Fpz와 Fz 전두엽 쪽의 전극

에서 두려운 자극이 더 높은 진폭을 보인 반면, 다른 

전극에서는 P100을 제외하고 두려운 자극이 더 낮은 

진폭을 보였다. 시청각 자극은 전두엽과 측두엽 부분

에서는 두려운 자극이 더 높은 진폭을 보인 반면, 후

두엽 부분의 전극에서는 일반 자극이 더 높거나 비슷

한 진폭을 보였다.

Table 1은 시각 자극에서의 통계분석 결과를 나타

냈고, Table 2는 청각 자극에서의 통계분석 결과를 

나타냈고, Table 3는 시청각 자극에서의 통계분석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각 자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P100과 N200, P300이다. N100과 P200

은 후두엽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P300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청각 자극은 전

두엽을 제외한 전극에서의 P200과 전체 전극에서의 

N200, P300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시청각 자극

에서는 N100과 P200, N200, P300에서 대부분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Fig. 2. Experiment process.

Fig. 3. ERP graph of image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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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는 각 사건관련전위 요소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차이는 공포 자극에서 일반 자극을 빼서 구

하였다.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에서 P100은 양의 차

이가 나왔지만 시청각자극에서는 음의 차이가 나왔

다. 그러나, P100은 통계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시각 자극과 청각 자

극, 시청각 자극에 따른 사건관련전위 요소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각 자극에서는 P300에서 1.95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P300은 자극의 평가와 

분류에 관하여 분석할 때와 의사 결정 과정을 분석할 

때 사용한다. 피험자가 공포자극과 일반자극의 시각

자극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각 자극에 대한 평가가 

다르고, 공포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의사 결정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각자극은 P300

에서 5.38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N200에서 0.45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N200은 인지 조절 기능

Fig. 4. ERP graph of sound stimuli.

Fig. 5. ERP graph of video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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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이 있다. 시청각자극은 N100, P200, N200,

P300에서 각각 1.67, 2.8, 4.39, 4.45 정도의 차이를 보

였는데, N100은 예측할 수 없는 자극이 제시될 때 

발생하고 시각적인 자극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P200은 시각적 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범죄

의 두려움과 관련된 공포자극은 인지 조절 기능을 

향상시키지만 의사결정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N200과 P3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100과 P200은 

시각자극과 청각자극의 두정엽과 후두엽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시청각자극에서 전두엽 부분까지 

차이를 보였는데, 시각자극과 청각자극이 동시에 제

시되면서 공포자극과 일반자극의 변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는,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이 동

시에 제시되면서 두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폭의 

차이가 동시에 발생하고, 더 큰 두려움을 유발하여 

뇌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두려움 자극이 인지 조절 기능을 

향상시키지만 의사 결정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과 시

Table 1. P-value of image stimuli ERP test

FCz Fz FCz Cz CPz Pz POz Oz T7 T8

N100 0.026 0.006 0.001

P200 0.026 0.043 0.015

P300 0.005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0.002 0.000 0.001

Table 2. P-value of sound stimuli ERP test

FCz Fz FCz Cz CPz Pz POz Oz T7 T8

P200 0.046 0.034 0.013 0.026 0.015

N200 0.006 0.013 0.010 0.006 0.004 0.016 0.012 0.001 0.016 0.026

P3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Table 3. P-value of video stimuli ERP test

Fpz Fz FCz Cz CPz Pz POz Oz T7 T8

N100 0.001 0.003 0.019 0.024 0.016 0.037 0.003 0.004

P200 0.026 0.011 0.011 0.004 0.019 0.043 0.043

N200 0.003 0.003 0.016 0.032 0.043 0.004 0.001 0.004 0.001

P300 0.030 0.010 0.005 0.001 0.000 0.000 0.000 0.000 0.002

Fig. 6. Difference of ERP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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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극과 청각 자극이 동시에 제시되면 각각 제시되

었을 때보다 더 큰 범죄의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범죄의 두려움과 관련된 자극의 종

류에 따라 발생하는 뇌파를 확인하였다. 이전연구

[27]에서 영상 시청 전후의 사건관련전위를 분석하

였으나, 이는 범죄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자극이 제시

되는 시점의 사건관련전위 변화를 확인하지 못한다.

자극이 제시될 때의 범죄의 두려움에 따른 뇌파 변화

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범죄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자극을 이용하여 oddball paradigm의 ERP

task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ERP task를 진행하는 동

안 뇌파를 측정하였고, 사건관련전위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시각 자극은 N100과 P200, P300

에서, 청각 자극은 P200과 N200, P300에서, 시청각 

자극은 N100과 P200, N200, P300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N100과 P200이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에

서 두정엽과 후두엽 부분의 차이를 보인 것과 달리 

시청각 자극에서는 전두엽 부분까지의 각 ERP 요소

의 역할과 자극종류의 차이를 통해 두려움 자극이 인

지 조절 기능을 향상시키지만 의사 결정 기능을 저하

시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콘텐츠를 시청할 

때 두 자극이 동시에 제시되면 더 큰 범죄의 두려움

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때 시청

자가 인지하는 범죄의 두려움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개인의 뇌파를 이용

하여 두려움을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범죄의 두려움

을 측정하고 학습하여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경로를 

안내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환경 디자인을 통

한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

ment Design, CPTED)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때 주

변 환경에서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을 제거하

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향후 연구로는 연구대상자가 범죄의 두려움을 인

지할 때 뇌파 신호를 측정하여 피험자의 상태를 분류

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에게 두려

움을 유발하는 환경을 분석하여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을 제시하는 것과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는 

경로를 추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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