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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친환경 시각정보 또는 청각정보

가 동일레벨의 도로교통소음을 소리의 크기(loudness) 인

지 측면에서, 최대 15%까지 작게 인식시키며(1) 이에 대한 

소음의 심리적 저감효과를 생리적으로 살펴본 결과, 친환경 

시각 및 청각정보가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알파파 증가로 도로교통소음 인지도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운드스케이프 음원정보에다 부가적

으로 시각정보 제공에 따른 심리적 평가를 뇌파변화를 통

하여 살펴보았다. 시각정보 제공시의 뇌파변화와 피험자의 

감정영역을 파악하여 차후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계획에 

기초자료를 활용코자 한다.

2. 본  론

2.1 실험개요

   이 실험의 목적은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및 시각정보 동

시제공에 따른 인간의 생리․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3)

에서 선호도가 높은 자연의 소리 12가지를 선정하였고 

Cool Edit Pro2.0프로그램을 이용해 편집하였다. 실험은 

12가지 음원과 연관되는 시각정보를 동시에 제시하여 피험

자의 반응을 EEG 측정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간뇌파의 주파수별 변화를 관찰함으로서 시청각 정보가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비교․평가 하였다.

  

2.2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및 시각정보

  실험에 사용된 사운드스케이프 음원은 기존연구에서 사용

되어진 음원 중 선호도가 높은 음원을 사용했으면 음원의 

크기는 65dB(A)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각정보는 음원을 선

정한 후 음원과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미지를 선

정하여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제시하였다. 

2.3 피험자 및 실험실

 정상 청각 및 시각을 가지고 뇌파실험에 경험이 있는 20대 

남녀 대학생 18명(남자 12명, 여자 6명)으로 피험자를 선정

하였다. 이 실험에 앞서 실험 목적, 의도, 실험방법 및 시청

각 제시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시켰으며 뇌파측정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 음료 및 약품, 약물을 제한하였다. 

 뇌파 측정 실험실은 챔버(3.6m×3.6m×2.6m)에서 온도

(24~26℃), 습도(45~55%)와 조도(150~200lux)를 일정하

게 유지하면서 실시하였다.

2.4 실험방법

(1) EEG 측정

 국제 10-20 전극 배치법에 의해 Fp1, Fp2, F3, F4, T3, 

T4, P3, P4 순으로 접시모양 디스크전극을 부착하였다. 이

때 디스크전극은 피부와 접촉을 최대하기 위해 머리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디스크전극에 전극풀을 묻혀 부착하였다.

기준전극 A1은 왼쪽 귀볼 밑에, 접지전극 A4는 뒷목에 부

착하였다. 부착된 전극 위에 거즈를 살짝 덮어 줌으로써 전

극풀이 빨리 굳지 않고 머리 표면에 잘 고정되어 있도록 하

였다. 측정 장비는 LAXTHA사의 QEEG-8(LXE3208)를 이

용하였다. 

(2) 제시방법

 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은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전극

을 부착하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실험실에 들어

가면 실험세팅을 하면서 실험에 대한 지시 사항을 들으며 

실험실 환경에 5분동안 적응 시켰다. 초기 5분의 적응시간

이 지난 후 1분 동안에 음원 또는 음원+시각정보를 제시하

였으며, 자극 후 다음 자극 사이에는 1분의 안정상태를 두

었다.

 또한 음원 또는 시각정보를 제공시 갑작스러운 자극에 의

한 뇌파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극시간 5초 전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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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하였다.  

3. 실험결과

3.1 정규화에 의한 뇌파변화

  1분 자극에 대한 원 자료(raw date) EEG 신호는 고속퓨

리에변환 분석을 통한 국부적 변화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주파수별 파워스펙트럼을 이용하여 δ, θ, α, β의 출현량인 

주파수별 절대파워를 산출한 후 α파 구간의 상대값을 구하

였다. 이렇게 상대값은 무자극에 대한 자극을 정규화 시키

고 전체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그 식은 식(1)과 식(2)와 같

다.

상대값   
   



  무자극
자극무자극 

× 

 각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및 시각정보 동시제공에 의한 알

파파 상대값을 무자극에 대한 자극으로 정규화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면 표1과 같다. 

    비교

  음원    

알파(α)파
시각정보 없음 시각정보 있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S11) 2.53 1.18 0.66 1.63
S22) 6.26 1.34 3.53 2.34
S33) 7.97 1.75 2.15 2.91
S44) 4.23 1.89 2.11 1.31
S55) 3.67 1.89 2.44 2.13
S66) 5.57 2.32 0.64 2.57
S77) 5.97 2.92 3.37 3.17
S88) 5.08 3.51 2.92 1.43
S99) 4.53 2.14 2.21 1.29

S1010) 4.97 1.92 2.60 3.22
S1111) 7.40 2.94 1.32 2.16
S1212) 7.67 2.46 0.81 2.19

※ 1)개구리소리, 2)새소리(음악). 3)다듬이질, 4)나이팅게

일, 5)풍경소리(음악), 6)뻐꾹기, 7)파도소리, 8)귀뚜라미소

리, 9)교회종소리, 10)산속물소리, 11) 참새소리, 12) 물소

리(음악)  

 각 사운드스케이프 음원(시각정보 없음)에 대한 정규화에서

는 S3(다듬이질)가 가장 많은 7.97의 정규화를 나타냈고 

S1(개구리소리)이 2.53으로 가장 적은 정규화를 나타냈다.  

 음원과 시각정보를 동시에 제공 할 때에는 대체로 사운드

스케이프 음원만 제시한 경우보다 정규화가 낮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정규화는 S2(새소리+음악), 가장 적은 정규화는 

S1(개구리소리)으로 나타냈다. S1, 즉 개구리 소리는 음원

만 제시한 경우와 시각정보와 함께 동시제공 하는 경우 둘

다 최저의 정규화를 나타내고 있다.

 뇌파 측정 부위별에 대한 정규화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는 표2와 같다. 사운드스케이프 음원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F3(좌측 두정엽) 측정 부위가 가장 많은 8.10%의 정규화를 

보였으며, 우측 후두엽(P4)가 가장 적은 2.33%의 정규화를 

나타내고 있다. 음원과 시각정보 동시제공에 따른 정규화는 

우측 두정엽(F4)가 가장 높은 정규화를 보였으며, 우측 후

두엽 부위는 정규화가 -1.21로  무자극에서의 알파파보다 

자극에 대한 알파파가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

 

  청각자극

측정부위

알파(α)파
시각정보 없음 시각정보 있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p1 4.04 1.92 1.51 0.89
Fp2 4.39 1.83 1.28 0.72
F3 8.10 2.84 4.55 1.53
F4 7.81 2.28 5.00 2.13
T7 5.16 1.95 1.40 0.94
T8 6.53 2.20 3.43 1.81
P3 5.55 2.01 0.55 1.74
P4 2.33 1.79 -1.21 1.77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및 시각정보 동시제공

시 인가의 심리적 상태의 긍정적인 효과, 즉 뇌파 알파파반

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무자극의 알파파에 대한 자극의 알

파파로 정규화 시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중 다듬이질(S3)이 청각정보만 제공

시 가장 많은 정규화 정도를 나타냈으며, 새소리와 음악소

리가 함께 들리는 음원과 시각정보를 동시 제공시 가장 높

은 정규화를 나타냈다. 

  뇌파 측정 위치별 정규화를 살펴보면 모든 음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두정엽(F3,F4)부분에서 활성작용이 가장 많으

며, 우측 후두엽 부분에서 가장 적은 활성작용이 일어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운드스케이프 음원 및 시각정보 동시제

공에 따른 설문조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뇌파 측정으로 피

험자의 감정영역과의 유의도를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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