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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S시 M동에 위치한 A청각장애특수학교 학생 39명(실험군 25명, 대조군 14명)을 대상으로

뉴로피드백 훈련이 청각장애학생들의 정서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의지수(좌ㆍ우), 항스트레스(좌ㆍ

우)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둘째, 청각장애학생들의 기분상태 설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청각장애학생 들의 정서적 성향에 뉴로피드백 훈련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령기는 성인기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 시기다.

또한 사회적,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현실과 이상의 심한 불균형에서 오는 불안 및 심리적 요인

에 의한 긴장원들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

고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생들의

현실이다[1]. 특히,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청각장애

학생들은 일반 학생에 비해 낮은 학업 성취와 관계의 제한

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열등감을 쉽게 느끼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갖기 쉽다. 때문에 일반학생들보다 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2][3].

따라서 학습에 대한 불안 및 자신감 상실 등의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과 정서적인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적극적

인 중재가 요구되며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체

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이

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

하고 있는 교육 개혁의 핵심은 두뇌 과학이라고 할 정도로

두뇌 과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매우 높다. 두뇌 과학은

학업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줄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의력이나 정서적 성향이 뇌

의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경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검

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를 실제 실험을 통해 방법을 모

색 하고자 한다. 또한 뇌와 관련해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청각장애인의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규명해 본 적은 없다.

특히,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정서적 불편을 호소하는 청각

장애 학생들의 뇌파를 측정하여 뇌의 기능을 분석하고, 특

정한 뇌 기능의 향상이 증상을 호전 시킬 수 있는가를 뉴

로피드백 훈련을 통해 밝혀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뉴로피드백 훈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

하여 주의지수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가설2. 뉴로피드백 훈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

하여 항스트레스지수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가설3. 뉴로피드백 훈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

하여 불안, 활력, 분노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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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지 수 의 미

항 스트레스 지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와

스트레스 저항 능력

주의지수
뇌의 각성 정도와

육체적 긴장도, 정신적 산만도

사전조사 훈련적용 사후조사

실험군 Ye1 x Ye2

대조군 Yc1 Yc2

다.

 1.3 용어의 정리 
  1.3.1 뉴로피드백
대상자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뇌파 주파

수의 진폭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진폭의 변화를 컴퓨터 화

면으로 보며 미리 정해진 목표(역치)를 획득하기 위해 자

신의 뇌파 패턴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화면상의 자극이 움직이거나 소리가 나는 방식으로

환자의 뇌파 패턴이 변화하였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환자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을 배운다. 보상

은 대게 게임과 같은 식의 컴퓨터 화면에서 시각적이고 청

각적인 표시로 나타난다[4]. 즉, 인간의 정신 상태를 반영

하는 뇌파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관찰하고, 가장 이상적

인 뇌파를 만들어내는 정신 상태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유지하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며, 뇌파를 이용하여 뇌의 항

상성,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하여 뇌의 가소성을 향상시키

는 기술이다[5].

  1.3.2 뇌파 
뇌파는 뇌 활동의 지표 혹은 뇌세포의 커뮤니케이션 상

태를 나타내며, 뇌파 측정은 객관적, 비침습적, 연속적으로

간단하게 두뇌기능 상태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

우 우수한 신경과학적 검사법이라 할 수 있다[6].

  1.3.3 뇌기능 지수
한국정신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뇌기능 분석 프로그램

인 BQ Test를 이용하여, 각 주파수 대역별로 측정한 뇌파

수치들의 비율 분석을 통해 구한 지수들을 기반으로 뇌의

기능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이다[5]. 폐안과 개안시의 뇌파

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초 율동의 주파수를 파악하고 뉴

로피드백에 의한 뇌의 자기 조절 정도(Degree of Self-

regulation)를 측정함으로써 뇌의 동적 상태(Dynamic

State)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뇌기능 지수는 연구자의 사

용 목적이나 적용의 범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항 스트레스지수와 주의지수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이지수의 특성들이 정서적인 성향을

반영한다[7].

[표 1] 항 스트레스지수와 주의지수의 특성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표 2] 실험 설계  

x 뉴로피드백 훈련

   2.2 연구 대상
대부분의 대상자는 인공와우수술(우측)을 하였으며 중복

장애가 없는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2009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S시 M동에 위치한 A 청

각장애인학교 학생 39명(실험군 25명, 대조군 14명)으로 하

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한국정신과학 연구소

산하 브레인테크(주)에서 개발한 휴대용 뇌파 측정 및 훈

련겸용기기이다. 이 도구는 비침습형 헤드밴드 형태로 측

정자 친화적인 휴대용 뉴로피드백 시스템 뇌파 측정 장치

(뉴로하모니)이다.한편, 한국정신과학연구소(Neurofeedback

System, Brai ntech Corp., Korea)에서 개발한 뉴로하모니

2channel system은 귓 볼 전극을 한개 사용하고 있다. 이

뉴로피드백 기기는 뇌파측정 연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Grass Neurodata Amplifier System(U.S.A.)와 비교하여

좌, 우 알파, 베타, 세타파 값에 대한 상관계수가

.916(p<.001)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입증된 바 있다[8]. 또

한, 정서적, 심리적 반응 측정 도구로 POMS(Profile of

Mood state) 기분상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9].

  2.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재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을

최소화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A학교에 먼

저 사전 승인을 구한 후 학교와 교사의 협조를 얻어 대상

자의 법정 보호자와 후견인의 사전 동의 후 본 연구를 진

행하였다. A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피험자들을 개별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훈련장소는 A학교 훈련실,

방과 후에 뉴로피드백 시스템이 장착된 7대의 컴퓨터를 이

용하였다. 일주일에 훈련 횟수는 2회로 하였으며 훈련시간

은 40분이었다. 훈련 순서는 먼저 호흡으로 안정을 취한

후 스펙트럼으로 준비훈련을 한 다음 채택된 훈련모드에

따라 긴장 이완 훈련으로 ‘숟가락’, ‘컵 만들기’, ‘활쏘기’ 게

임을 실시하였고, 기억력이나 시공간 지각력을 위하여 ‘행

성 기억하기’, ‘퍼즐’ 게임 등을 실시하였다. 주의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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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군

변인
학습 전 학습 후 조정된학습후

M±SD M±SD M±SD

주의(좌) 48.44±12.74 50.85±16.30 50.72±3.07

주의(우) 46.71±13.62 49.14±18.14 49.01±3.31

스트레스

(좌)
60.16±19.30 75.82±12.54 76.00±2.22

스트레스

(우)
64.26±13.58 73.35±12.99 73.46±2.75

대 조 군

변인
학습 전 학습 후 조정된학습후

M±SD M±SD M±SD

주의(좌) 38.58±15.56 31.23±11.54 31.48±4.16

주의(우) 40.22±13.59 30.44±11.66 30.68±4.45

스트레스

(좌)
64.65±16.06 65.97±7.74 65.66±2.97

스트레스

(우)
67.03±14.50 63.05±14.79 62.84±3.68

분산원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스트좌전 146.007 1 146.007 1.193 .282

집단 945.400 1 945.400 7.722 .009**

오차 4407.682 36 122.436

스트우전 100.701 1 100.701 .534 .470

집단 1003.153 1 1003.153 5.318 .027*

오차 6791.100 36 188.642

분산원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주의좌전 10.530 1 10.530 .047 .830

집단 2955.351 1 2955.351 13.146 .001
**

오차 8093.395 36 224.817

주의우전 22.976 1 22.976 .086 .461

집단 2856.963 1 2856.963 10.670 002**

오차 9639.102 36 267.753

는 편안한 자세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였으며. 전자파나

소음, 온도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였

다. 인체의 잡파나 건강조건도 정상의 상태를 고려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측정한 뇌파는 파장대 별 뇌파 조절을 통한 뇌의 기능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이며, 정량적인 시계열선형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뉴로피드백 훈련 전 후 실험군

과 대조군의 집단 간 차이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이

용하였다. 실험군의 뉴로피드백 훈련 전과 후의 기분상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이용하였다. 모

든 자료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유의

수준을 9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가설검증

  3.1  주의지수와 항 스트레수지수 변화 내용
[표 4]는 뉴로피드백 훈련 전과 후에 측정된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의지수와 항스트레스지수 평균점수이다. 훈련

전의 실험군 평균값은 주의지수(좌) 48.44, 주의지수(우)

46.71, 항스트레스 지수(좌) 60.16, 항스프레스지수(우)

64.26이고 훈련 후의 실험군 평균값은 주의지수(좌) 50.85,

주의지수(우) 49.14, 항스트레스 지수 75.82, 항 스트레스지

수(우) 73.35로 나왔다. 훈련 전의 대조군 평균값은 주의지

수(좌) 38.58, 주의지수(우) 40.22, 항스트레스 지수(좌)

64.65, 항스프레스지수(우) 67.03이고 훈련 후의 실험군 평

균값은 주의지수(좌) 31.23, 주의지수(우) 30.44, 항스트레스

지수(좌) 65.97, 항 스트레스지수(우) 63.05로 나왔다.

[표 4] 훈련 전과 후의 주의지수와 항스트레스지수 변화

 3.2 제 1가설 검증(주의지수 훈련 전과 훈련 후 후 분석 결
과)

“뉴로피드백 훈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주의지수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 [표 5]와 같이 주

의지수(좌) (F=13.476, P=.001), 주의지수(우) (F=10.670,

P=.002)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험군 집단이

대조군 집단보다 뉴로피드백 훈련 후 육체적인 긴장도나

정신적인 산만도, 각성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10].

또한, 주의지수는 주의력이나 사회성 그리고 자신과 주변

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며 훈련 후 주의 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아 졌다는 것은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각

성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서적

성향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11].

[표 5] 훈련 전과 후 주의지수 공분산분석 결과

*p<.05,**p<.01

 3.3 제 2가설 검증(항 스트레스지수 훈련 전과 훈련 후 분
석 결과) 

“뉴로피드백 훈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항스트레스 지수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 [표 6]과

같이 항스트레스지수(좌) (F=7.722, P=.009), 항스트레스지

수(우) (F=5.318, P=.027)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항

스트레스 지수는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이 결과는 청각장

애인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긴장과 불안, 흥분

을 감소 시켜 주는데 뉴로피드백 훈련이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항스트레스지수가 높다는 것은 정신적 긴장, 불

안, 흥분상태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긴장이나 질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12]. 따라서 뉴로피드백

훈련은 정서적인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표 6] 훈련 전과 후 항스트레스지수 공분산분석 결과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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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전 훈련후

실험군 M±SD M±SD t p

성향1 2.97±0.36 2.07±0.22 6.408 0.001

성향2 2.84±0.50 2.09±051 3.616 0.015

대조군

성향1 2.92±0.30 2.90±0.34 0.454 0.669

성향2 2.82±0.40 2.83±0.46 0.131 0.901

 3.4 제 3가설 검증(기분상태 훈련 전과 훈련 후 분석 결과)  
뉴로피드백 훈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불안, 활력, 분노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결과 [표 7]과 같다. 불

안, 우울, 분노에서 p=.001, 활력, 생기에서 p=.0015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실험군이 훈련 전보다 훈련 후

에 불안, 우울, 분노 점수에서 평균값 2.97점에서 2.07점 낮

아졌으며 활력, 생기에서 평균값 2.84점에서 2.09점으로 낮

아져서 훈련 후 기분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실험군의 불안, 우울, 분노는 감소하였고 긍정적

문항인 활력, 생기는 역계산하였으므로 증가하였음을 의미

한다. 대조군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표 7] 훈련전과 후의 심리적인 기분상태

성향1; 불안, 우울, 분노 성향2; 활력, 생기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뉴로피드백 훈련 프로그램이 청각장애 학생

들의 정서적 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로피드백 훈련을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는 주의 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뉴로피드백 훈련을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는 항 스트레스 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뉴로피드백 훈련을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는 기분상태 설문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적으로 뉴로피드백 훈련이 청각장애학생들의 정서적 성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13].

또한 제 증상으로 인하여 학생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에게

까지 불편함이 증대함으로 이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

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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