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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청각 후각의 다감각 자극을 통하여 에 지를 감하기 하여 불쾌해진 각을 보상함으로써 에 지는 감하면

서 근무자의 뉴로에 지(쾌 성, 집 력, 신체 심리 안정 등)는 증강시키는 연구를 하 다. 온도 25[℃], 상 습도

50[RH%], 조도 1,000[lux] 기류 속도 0.02[m/sec]의 항온·항습실에서 1/f의 변동리듬으로 청각을 자극하고 아로마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여 실험을 진행하 으며, 식으로 인체의 심리상태를 측정하는 뇌 , 학습능력 심박동변이도와 비 식

으로 심리상태를 측정하는 진동이미지 방법을 사용하 다. 피험자는 신체 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심신의 안정과 집

력의 최 상태를 가져오는 상 α (8∼13[Hz])의 활성도가 후두엽에서 높은 유형인 20 학생 8명(남성 4명, 여성 4명)

으로 선정하 다. 측정자세는 쾌 한 열 환경에서 의자에 착석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의 활동량으로써 1met로 하 으며, 

착의량 상태는 약 0.7clo로 통일하 다. 측정결과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다감각자극에서 감성 심신안정

과 집 력이 가장 높아졌으며, 상 Mα 와 상 Mβ 가 각각 70.49[%], 89.72[%] 증가하 고, HRT는 38.09[%] 감소하 으

며, 피로도와 긴장·불안은 각각 36.85[%], 15.54[%] 감소하 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nergy saving and elevating the worker's neuro energy (comfort, concentrati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by compensating for the unpleasant tactile sensation to stimulate auditory and 

olfactory senses and reduce energy consumption.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in an environment test room under 

the test conditions of temperature 25[°C], relative humidity 50[RH%], illumination 1,000[lux] and air current speed 

0.02[m/sec] by stimulating the auditory senses with a 1/f change in rhythm and the olfactory senses with an aroma 

scent. The experiment utilized the method of EEG, which evaluates human body's psychological status via tactile 

means, and the method of the vibra image, which evaluates the learning abilities, HRV and human body's 

psychological status via non-tactile means. The subjects were selected as eight university students (four males and 

four females) in their 20s, the type that have high relative α(8~13[Hz]) activation in occipital lobe, which brings the 

highest level of mind stability and concentration, who had no difficulty in physical activities. The subjects' posture 

and physical activity was fixed to 1met - when the subjects are seated and relaxing in a comfortable environment 

- and their clothes condition was standardized as 0.7clo. As a result, the sentimenta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and 

concentration were the highest in the multisensory stimulation of jasmine scent and change rhythm of an a=1.106 

sound source. In addition, under this condition, the relative Mα and relative Mβ increased by 70.49[%] and 89.72[%], 

respectively; the HRT decreased by 39.09[%]; and the fatigue and tension/anxiety decreased by 36.85[%] and 

15.5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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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재 국내의 공공기 들은 에 지 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여 실내온도를 여름에는 28[℃]이상, 겨울에

는 18[℃]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내 근무자

의 생산성이 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움과 추움의 온

냉감과 따뜻함과 차가움의 심리 요인이 함께 복합 으

로 결정되어 쾌 이라고 하는 양이 결정되는데, 온냉감

은 각(온도와 습도)의 단일감각으로 결정이 되고, 따뜻

함과 차가움의 심리 요인은 밝기, 색채 소리(시각, 

청각 후각)등의 다양한 감각(이하 다감각)으로 결정

된다. [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각 후각의 다감각을 자극

하여 에 지를 감하기 하여 불쾌해진 각을 보상함

으로써 에 지는 감하면서 근무자의 뉴로에 지(쾌

성, 집 력, 신체 심리 안정 등)는 증강시키는 연

구를 하고자 한다.[2]

본 논문에서는 미국 공기조화냉동공학회(ASHRAE)의

쾌 범 를 만족하는 온도 25[℃], 상 습도 50[RH%], 

조도 1,000[lux] 기류 속도 0.02[m/sec]의 동일한 조

건의 항온·항습실에서 1/f의 변동리듬[3]으로 청각을 자

극하고 아로마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여 실험을 진행하

으며, 식으로 인체의 심리상태를 측정하는 뇌

(Electroencephalogram, 이하 EEG)[4], 학습능력(Learning

Ability) 심박동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이하

HRV)와 비 식으로 심리상태를 측정하는 진동이미지

(Vibra image)[5]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 본론

2.1 실험  

2.1.1 측정실  조건

본 논문에서 사용한 측정실인 항온·항습실의 구조는

Fig. 1.의 (a)와 같이 4,000 x 5,000 x 3,000[mm]이고, 

내부 모습은 Fig 1.의 (b)와 같으며, 항온·항습실의 제원

은 Table 1.과 같다.

(a) Specification 

(b) Interior 

Fig. 1. Structure of Environmental Test Room

Measuring 

Condition
Range of Adjustment and Error

Temperature -10∼40[℃] ± 0.5[℃]

Humidity 20∼90[RH%]± 3[RH%]

Illuminance 0∼2000[lux] ± 3[lux]

Table 1. Specification of Environmental Test Room

2.1.2 피험  조건

본 실험의 피험자는 신체 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20 학생 8명(남성 4명, 여성 4명)으로 신체조

건은 Table 2.와 같이 선정하 다. 피험자의 활동량은 쾌

한 열 상태에서 의자에 착석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의 활동량으로써 1met(metabolic rate: 1met=58.2 W/

㎡)로 하 으며, 착의량 상태는 약 0.7clo(긴 양말 0.10, 

팬티 0.05, 와이셔츠 0.25, 하 기용 긴 바지 0.28)로 통

일하 다[6].

Age Height[cm] Weight[kg]

Range 20~28 155~177 44~80

Average 23 165 62

Table 2. Physique Condition of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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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각 극 정조건 

2.2.1 변동리듬 a지수에 한 청각 극

변동리듬이란 음원이 갖는 고유의 주 수를 말하고, 





변동리듬이란 에 지 스펙트럼이 주 수 에 반비례

하는 것을 말한다. 산새 소리, 계곡의 물소리와 같은 자

연의 소리들은 


의 변동리듬을 포함하고 있어서 스트

스를 여주며, 인 으로 제작한 


변동리듬 음악

한 신체 이완에 효과 이며, 


변동리듬 a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정신의 안정 상태를 유발한다[7]. 본

연구에서는 a=1.106의 변동리듬 a지수를 갖는 재즈의

Bellavia 음원을 선정하 고, 재즈 음악은 스트 스 감소

심신의 이완상태를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선

행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8]. 변동리듬 측정은 본

연구실에서 자체 기획 개발한 변동리듬 정 로그

램을 이용하 다.

2.2.2 아로마에 한 후각 극

뇌의 베타 를 활성화시켜 스트 스와 우울증을 완화

시키는 데에 효과 인 쟈스민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

다.[9]뜨거운 물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 수증기와 함

께 흡입하는 증기흡입법(Steam Inhalation)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10]

2.3 생체 측정   

2.3.1 생체 측정조건

본 연구는 온도 25[℃], 상 습도 50[RH%], 조도

1,000[lux] 기류속도 0.02[m/sec]의 항온항습실에서

감각자극에 노출되기 , 단일감각자극(쟈스민 향기만의

자극 는 변동리듬 a=1.106 음원만의 자극) 그리고 다

감각자극(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동시

자극)으로 변화를 주어 생체반응 실험을 각각 총 10회씩

실험하 다. 생체반응측정은 을 감은 상태에서 피험자

1명당 EEG, HRV 진동이미지를 5분간 측정하 고, 

을 뜬 상태에서 학습능력을 5분간 측정하 다.

2.3.2 지측정

사람에게는 자율신경계, 호흡 심 계 등의 조 에

향을 미치고, 감정반사(Vestibular Emotional Reflex)

의 미세한 진동을 표 하는 정계의 정기 이 있다. 

진동이미지(Vibra image)는 이러한 정기 의 미세한

진동(사람의 머리와목의 미세 움직임)을 당 12∼15

임의 입력 주 수를 가진 카메라로 측정하여, 스트

스(Stress)와 긴장불안(Tension/Anxiety)의 2가지 라미

터를 Vibra image7 S/W로 분석하는 로그램이다.[11]

2.3.3 HRV측정

HRV는 EEG측정과 동시에 진행하 고, 좌측과 우측

의 손목 좌측 발목에 극을 착용한 상태에서 5분간

측정하 다. 2등 의료기기로서 자율신경 기능과 심박

동변이를 검사하는 SA-3000P(Medicore Co. Ltd., Korea)를

활용하여 측정하 으며, 장비제원은 Table 3.과 같다.

Item Range

Heart Rate measurement range 30~200BPM

Accuracy ±2 BPM

Input Signal Range ±0.05~5mV peak 

Table 3. Specification of SA-3000P 

2.4 실험결과 

2.4.1 아로마  변동리듬 극에 한 EEG  

쾌적  변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 자극에 동시에

노출시켰을 경우의 다감각자극과 감각자극에 노출되기

과 쟈스민 향기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단일감각

자극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따른 상  (8∼10[Hz])와

상  (10∼12[Hz])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상  는 잠들기 이나 안정된 휴식상태에서 활성화

되며[12], 상  는 안정된 상태에서 집 력이 높아

질 때 활성화된다[13]. 따라서 상  와 상  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피험자 심신의 안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2.와 같이 감각자극에 노출되기

과 쟈스민 향기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단일감각자

극에 비하여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다

감각자극에서 상  와 상  가 각각 1.4699[%]

와 1.9572[%]로 가장 활성화되므로 쟈스민 향기와 변동

리듬 a=1.106 음원의 다감각자극이 심신과 감성 안정에

가장 효과 이라 단된다. 상  와 상  의

ANOVA 통계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유의확률(P) 

값이 각각 0.003과 0.005로써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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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ve  wave and Relative  wave due to 

Stimulation of Aroma and Fluctuation

Relative

 wave

Relative

 wave

Sum of Suares 0.138 0.235

DF 31 31

Mean Suare 0.024 0.036

F Value 11.569 9.167

Pr > F 0.003


0.005


 

Table 4. Statistical Analysis of Relative  wave 

Relative  wave

2.4.2 아로마  변동리듬 극에 한 EEG  

집 력 변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 자극을 동시에

노출시켰을 경우의 다감각자극과 감각자극에 노출되기

과 쟈스민 향기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단일감각

자극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따른 (4∼50[Hz])과 상

 (15∼20[Hz])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은 인지부하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수치가 높을

수록 인지능력이 높아지며, 상  는 의식 인 행동

일반 인 작업을 수행할 시에 활발히 발생되는 형

이다[14]. Fig 3.과 같이 감각자극에 노출되기 과 쟈스

민 향기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단일감각자극에 비

하여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다감각자

극에서 과 상  가 각각 111.2016[%]와

1.8198[%]로 가장 활성화되므로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

듬 a=1.106 음원의 다감각자극이 작업수행 능력과 주의

력 향상에 가장 효과 이라 단된다. 과 상 

의 ANOVA 통계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유의확

률(P) 값이 각각 0.084 , 0.086으로써 0.1보다 작기 때

문에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Fig. 3. Variation of  and Relative  wave due to 

Stimulation of Aroma and Fluctuation


Relative

 wave

Sum of Suares 1464.556 0.043

DF 31 31

Mean Suare 90.452 0.004

F Value 3.286 10.498

Pr > F 0.084


0.086


 

Table 5. Statistical Analysis of  and Relative 

 wave

2.4.3 아로마  변동리듬 극에 한 신체적 안

정변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 자극을 동시에

노출시켰을 경우의 다감각자극과 감각자극에 노출되기

과 쟈스민 향기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단일감각

자극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따른 스트 스와 피로도를 측

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스트 스지수는 육체 , 정

신 인 긴장, 불안 흥분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항

지수로써 수치가 높을수록 피로감이 증가하고, 스트 스

항도는 신체의 스트 스 처능력으로써 그 수치가 높

을수록 스트 스 처능력이 향상되며, 피로도는 수치가

높을수록 과도한 스트 스를 받는 것으로써 스트 스 지

수 스트 스 항도와 서로 상 계를 갖는다. Fig. 

4.와 같이 감각자극에 노출되기 과 쟈스민 향기 변

동리듬 a=1.106 음원의 단일감각자극에 비하여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다감각자극에서 스트

스지수와 피로도가 각각 78.4와 83.3으로 가장 감소하

며, 스트 스 항도는 102.4로 가장 증가되므로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다감각자극이 스트

스와 피로도 감에 가장 효과 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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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Stress Index, Stress Resistance, and 

Fatigue Degree due to Stimulation of Aroma and 

Fluctuation

2.4.4 아로마  변동리듬 극에 한 심리적 안

정변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 자극을 동시에

노출시켰을 경우의 다감각자극과 감각자극에 노출되기

과 쟈스민 향기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단일감각

자극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따른 심박변이도 표 편차

(standard deviation of all the normal RR intervals, 이하

SDNN)와 심장의 평균심박동수(Mean Heart rate, 이하

HRT)를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 Variation of SDNN and HRT due to Stimulation of 

Aroma and Fluctuation

SDNN은 심장 1회 박동의 R-R 간격을 시간의 범 로

표 편차를 구하는 심박변이도 표 편차로써 그 수치가

클수록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이며, HRT는 분당 평균심

박동수로써 심장이 안정 일수록 그 수치가 낮다. Fig. 

5.와 같이 감각자극에 노출되기 과 쟈스민 향기 변

동리듬 a=1.106 음원의 단일감각자극에 비하여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다감각자극에서

SDNN이 56.9[ms]로 가장 높아지고, HRT가 59.6[bpm]

으로 가장 낮아지게 되므로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다감각자극이 심장안정과 건강한 상태

유지에 가장 효과 이라 단된다.

2.4.5 아로마  변동리듬 극에 한 진동 미지 

변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 자극을 동시에

노출시켰을 경우의 다감각자극과 감각자극에 노출되기

과 쟈스민 향기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단일감각

자극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따른 스트 스(Stress), 긴장·

불안(Tension/Anxiety) 밸런스(Balance)의 4가지 진

동이미지를 측정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Fig. 6.과 같

이 감각자극에 노출되기 과 쟈스민 향기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단일감각자극에 비하여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다감각자극에서 스트 스와

긴장·불안이 각각 29.83과 28.83으로 가장 감소되며, 밸

런스는 73.30으로 가장 증가되므로 쟈스민 향기와 변동

리듬 a=1.106 음원의 다감각자극이 스트 스 긴장·불

안 감과 밸런스 향상에 가장 효과 이라고 단된다.

Fig. 6. Variation of Stress, Tension/Anxiety, and Balance

due to Stimulation of Aroma and Fluctuation

2.4.6 아로마  변동리듬 극에 한 뉴로에너지 

쾌 성, 집 력, 신체 안정, 심리 안정 진동이

미지(긴장·불안, 스트 스)에 가장 효과 인 쟈스민 향기

와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다감각자극과 감각자극에

노출되기 의 뉴로에 지를 비교한 결과는 Fig. 7.과 같

다. Fig. 7.과 같이 감각자극에 노출되기 에 비하여 쟈

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다감각자극에서

상  와 상  가 각각 70.49[%], 89.72[%] 증

가하 고, HRT는 38.09[%]감소하 으며, 피로도와 긴

장·불안은 각각 36.85[%], 15.54[%]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다감각자극이 쾌 성 집 력 향상과 신체 심리

안정에 가장 효과 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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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Neuro-energy due to Stimulation of 

Aroma and Fluctuation

3. 결론

온도 25[℃], 상 습도 50[RH%], 조도 1,000[lux]

기류 속도 0.02[m/sec]의 항온·항습실에서 감각자극에

노출되기 , 쟈스민 향기 는 변동리듬 a=1.106 음원

의 단일감각자극,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

에 동시에 노출시킨 다감각자극에 의한 EEG, 학습능력, 

HRV 진동이미지를 측정하여 쾌 성, 집 력, 신체

심리 안정의 변화를 분석하 다. 측정결과 쟈스민

향기와 변동리듬 a=1.106 음원의 다감각자극에서 감성

심신안정과 집 력이 가장 높아지고, 스트 스 피

로도가 가장 감소하 으며, 심장이 안정 으로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ASHRAE가 제안하는 쾌 조건에

서 다감각으로 자극받았을 때 평균 약 24.88[%]의 뉴로

에 지가 향상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쾌 조건을

벗어나는 범 에서도 다감각 자극 실험을 할 계획이다. 

다양한 다감각 자극의 조합으로 넓 서 자극을 한다면

불쾌 한 조건에서도 뉴로에 지가 증강될 것이라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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