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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생체신호인 뇌파를 이용하여 이러닝 학습자의 학습태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학습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학습태도와 뇌파를 분석

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학습자가 학습에 집중하는 태도와 그렇지 않은 태도에 대해 뇌파

의 파워 스펙트럼을 추출하여 학습자의 뇌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학습에 집중

하는 태도의 대조군으로 산만한 태도와 눈감은 태도를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학습에 집중하는 태도

에서는 집중도가 산만한 태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이완지표는 낮게 나타나며, 클릭과 눈굴림과 같은

산만한 태도에서는 주의지표와 잡파 비율이 높게 나왔다. 특히, 눈을 감았을 때는 알파 세타 비율이 1이하로

나타나 눈을 뜬 다른 상태와 뚜렷이 구분되었다.

 ■ 중심어 :∣뇌파∣학습태도∣이러닝∣

Abstract
Using EEG, human physiological signal, as part of research which investigates the state of

student learning and provides appropriate feedback to maximize learning efficiency, the

relationship of learning attitude and analysis of EEG for female college student is presented. We

study the reaction of learner's EEG using the concentration level extracted from the EEG power

spectrum when students learn at various learning attitud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the

concentrating on learning and, as a control group, erratic attitude and closed eyes state. The

attitude of concentrated Learning shows high concentration index and low relaxation index,

where as the erratic attitude, such as eye movement and clicking, shows high level of attention

index and noisy wave ratio. Especially, the state of closed eyes shows the ratio of alpha and theta

wave under 1. This is distinct with open eyes cases.

 ■ keyword :∣EEG∣Learning Attitude∣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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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는

이러닝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2009 이러닝 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국민 중 절반(48.3%)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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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을 통하여 학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습집중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보완과 질문 등에 대한

상호작용 보완이 이러닝의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이러닝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학습형태라는

장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에 따

른 학습자의 학습태도 및 감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

다. 그에 반해 이러닝은 주로 비면대면으로 진행되므로

학습자의 학습태도 및 감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쉽

지 않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전개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집중력 부족으

로 연결될 수 있다.

학습 집중력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학습

자가 학습에 임하는 태도를 분석하여 학습 콘텐츠에 학

습자가 머물러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습 집중력을 파

악하도록 하였다[1]. 해당 학습 콘텐츠에 대한 교수자

설정 학습 시간과 학습 콘텐츠에 대한 포커스 정보를

비교하여 학습 집중도가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특정 피

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교수 설계 과정에서 설정된 학

습시간과 콘텐츠에 머물러 있는 시간의 차를 이용한 학

습 집중도는 개별 학습자의 학습능력 및 학습상황에 따

른 개인차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 컴퓨터인터페이스 등의 다양한 분

야에서 집중력을 파악하거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

법 등의 뇌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5].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이러닝에 반영하

고자 사람의 생체신호인 뇌파를 이용하여 학습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연구는 학습자의 뇌파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학습태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

로 학습자에게 학습태도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을 즉각

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 집중력을 높여주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학습자의 프로필 및 학습이력정보를 기반으

로 학습자의 감성 상태를 분석하여맞춤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서 학습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Ⅱ. 관련 연구
1. 뇌기반 학습

학습에 관한 정의는 인간의 어떤면을 중심으로 이해

하려 하느냐에 따라서 학자마다 다르다. 형태주의심리

학파는 학습을 인지구조 또는 의식의 변화로 보았다.

인지론에서는 학습이란 기억 속에서 전체구조사태에

대한 인지구조를 형성한다고 제안한다. 레빈(Lewin)은

학습을 장(field)에 대한 인지구조의 변화로 설명하였

다. 정보처리이론을 지지하는 심리학자들은 정신적인

조작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학습으로 보았다[6].

학습은 신경세포의무리혹은 신경망과 관련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이 보다 긴밀

히 연결되면서 ‘학습’의 인지적메커니즘및 신경생물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가 부상하면서부터 뇌기반 학

습이론(BBL: Brain-Based Learning) 연구 및 적용의

패러다임이 시작되었으며, 학습 메커니즘의 연구가 뇌

과학 연구를 중심으로 연결, 접목되었다[7].

2. 집중력
집중력이란 우리들이 무엇이든 행하고 있거나, 생각

하고 있거나, 읽고 있거나, 또는 보고 있는 것에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8]. 집중력은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힘으로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조절

하고모을 수 있는 능력, 하나로모아진 생각을오랫동

안 유지하는 능력을 집중력이라 한다.

의미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이러닝에서는 집중과 관

련하여몰입학습(flow Learning)으로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다. 몰입은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고차원적 학습

또는 구성주의적 학습을 위한 전제로서 적극적으로 탐

색적인 학습에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집중과참여를촉

발시켜주는심리적 기제이다[9]. Csikszentmihalyi는몰

입이란어떤과제 해결이나 활동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최적의 심리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10].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뇌기반교육(Brain

based Education)과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집중은

주의집중으로 표시하고 있다. Kirk와 Chalfant는 주의

집중을 관련 자극에 선택적으로 집중시키는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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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고, Reid와 Hresko는 주의집중을내적 및외적

자극에 의식을 집중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점은 자극에 대한 의식

과정을 주의집중으로 보는 것이다[11].

3. 뇌파
뇌파는 신경계에서 뇌신경 사이에 신호가 전달될 때

생기는 전기의흐름으로심신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며 뇌의 활동상황을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

다. 뇌파를 나카지마 다카시는 두피에 기록할 수 있는

전위(전기에너지의양)의변화를 시계열로 나타낸것으

로 수십마이크로볼트의변화, 즉 1초에 수차례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2]. 뇌파는 뇌신경

세포의 활성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세포외 전류의 총합

을 두피상에 여러 개의 전극을 부착하여 기록한 것으로

뇌전도(EEG: Electroencephalogram)라고도 한다. 뇌의

전방전두엽은 인지 및 사고의 작용, 그리고 창의성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학습 내용과 관련된 두뇌

기능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부위이며, 두뇌 신경 세포들

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 전뇌의 활성 상태가 전방전두엽

부위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12]. 뇌파의 파장대

에 따른 주파수 범위는 [표 1]과 같다.

표 1. 뇌파 분류
뇌파 파장대 주파수 범위 특징

델타 -δ파 0~4Hz 수면 상태일 때 많이 발생
쎄타 -θ파 4~8Hz 졸리거나 깊은 명상 상태일 때 발생

알파 -α파 8~12Hz 긴장이완, 편안한 상태일 때 많이 발
생

베타 
-β파

SMR 파 12~15Hz 각성 준비 상태 또는 운동계의 대기 
상태로 주의집중에 관련

M 베타 15~20Hz 의식 활동, 정신 활동 학습에 몰두한 
상태일 때 많이 발생

H 베타 20~30Hz 긴장이나 흥분 상태 혹은 스트레스 
상태일 때 우세

감마- g파 30~50Hz
외적 의식으로 불안․ 흥분의 강한 스
트레스 상태에서 많이 발생, 고도의 
인지작용시 활성화

Ⅲ. 실험 및 분석 방법
학습자의 학습태도와 뇌파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2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이러닝 학습상황에서 나타

날 수 있는 태도를 3가지 태도로 구분한 후 각 태도에

임하는 피험자의 뇌파를 측정한 후 측정된 뇌파로부터

집중, 이완, 주의 지표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

행하였다.

1. 실험방법
피험자군은 성별과 나이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기 위

하여 20대초반 여자 대학생으로 제한하였다. 학습자의

뇌파를 기존의 부착형 뇌파측정기로 장기간 측정할 경

우 학습에 방해가 되어, Laxtha가 개발한 헤어밴드 형

태인 NeuroNicle을 이용하였다. 이 제품은 전두엽에 2

극형 섬유 전극과 귀볼에 부착하는 전극으로 구성되어

착용감을 높였다.

실험요인 이외의 다른 변수들이 실험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 전 날 피험자가 충분한 수

면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실험 당일 물 이외의음료(커

피, 녹차 등)의 섭취를 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 당

일편안한 상태를유지할 수 있도록유도 하였으며, 실

험시 몸의 움직임 및 눈 깜빡임을 최소화하도록 하였

다. 눈의깜빡임에 영향을줄수 있는 눈건조현상을줄

이기 위하여 렌즈 착용을 금지하였다.

뇌파측정은 피험자 전두엽의좌뇌(Fp1)과 우뇌(Fp2)

에서방출되는 뇌전위에 대해 1초에 256 데이터씩실시

간으로저장하였다. 뇌파를측정하기 위한 전극의배치

는 International 10-20 System[13]에 따라 Fp1(좌뇌 전

전두엽), Fp2(우뇌 전전두엽) 2개 전극 위치를 활성 부

위로 하였으며, 오른쪽 귀볼을 Reference로 선택하였

다.

실험은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

고판단되는 태도를 피험자가취하도록 한후피험자의

뇌파를 측정하고 이를 관찰자가 관찰하는 방법으로 진

행되었다. 이러닝 환경에서 가능한 학습자 태도는 [표

2]와 같이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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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러닝 환경에서의 피험자 태도
피험자 태도 설명

눈감음 눈감고 가만히 있는 상태

산만함 산만하게 시선을 이동하는 상태
산만하게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상태

집중함 학습에 집중하는 상태

피험자 태도 중 눈감음은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상태를말하며, 집중함은 제시된 학습내용을 집중

해서 학습하는 상태를 말한다. 산만함은 2개의 경우로

나누어, 몸의 움직임은 없이 눈의 시선을 빈번하게 이

동시키는 상태와웹 페이지를 제시하고 몸의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마우스 클릭과 스크롤을 통하여 웹페이지

를 빈번하게 이동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학습에 집중하는 상태에서는 피험자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고자 학습이 종료된 후학습내용에 대한 문제

를 풀어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2. 학습태도에 따른 뇌파 분석
뇌파 분석에는 (주)락싸에서 개발한 Telescan소프트

웨어와 Complexity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으며 FFT

(Fast Fourier Transform)분석을 기본으로 한 주파수

별 분석(Power Spectrum Analysis)으로 SMR파,

M-Beta 파, H-Beta파, Alpha파, Theta파를 구하고 이

를 이용하여 집중, 이완 그리고 주의를 나타내는 지표

를 추출하였으며, 이 지표를 학습자 태도에 적용하여

뇌파를 분석하였다. 집중, 이완, 주의 지표는 이러닝과

관련하여 (주)락싸에서 개발한 지표를 근거로 하였다

[14]. 집중(attention) 지표는 SMR과 M-Beta의 뇌파

측정값의 합에 세타파를 나눈 비율이다[15]. 집중 지표

는 세타파에 대한 SMR과M-Beta 리듬비율에 의해 정

량화된다. 집중장애가 있을 경우 이 지표가 낮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SMR파는 unfocused attention 성분을

주로 반영하고, M-Beta는 focused attention 성분을 주

로 반영한다.

이완(Relaxation, 안정) 지표는 긴장이나 흥분 상태

혹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나타나는 H-Beta파에 대한

Alpha파의 비율을 지표로 한다. Alpha파는 정신 및 육

체적 긴장이 이완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과 관련

이 있다[16]. 보통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활성화되는

H-Beta파가 적어질수록, 뇌가 쉬고 있거나 이완시 활

성화되는 Alpha파가많아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의(Vigilance, 경계) 지표는 주의, 경계시에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려진 SMR파를 지표로 한 것이다. SMR

파는 감각운동피질(sensory moter cortex)부분에서 주

로 나타나며각성 준비상태또는 운동계의 대기상태로

주의집중과 관련이 있다[17].

집중 지표를 구하는 공식은 수식1과 같으며, 이완 지

표를 구하는 공식은 수식2와 같다. 주의 지표는 수식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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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의세기 

시간에 따른 추이변화를살펴보고자 Historical Mode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실험 결과로는 피험자의 뇌

파를 이용한 집중 지표, 이완 지표 그리고 주의 지표를

추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뇌파는 생체신호로 피험자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에 피험자별로 실험후진행한 피험자 면담을 기반으로

피험자의 뇌파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1. 학습 태도와 집중 지표
피험자군 20명을 대상으로 [표 2]에서 제시된 학습자

태도에 대하여 학습자별로 집중 지표를 추출하고,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평균을 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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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습태도와 집중 지표의 관계
학습태도 n 평균 표준편차 F df

유의
확률

에타
자승

눈감음 20 62.4 6.6
22.3
58 3 0.00 0.44산만:시선 20 45.2 6.2

산만:클릭 20 53.7 7.6
집중함 20 56.0 7.0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태도와 집중도 간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2..358, df=3, p<0.05). 각집단간 집중 지표의 사후

검증 결과를 [그림 1]에서 나타내었다. 눈감음(평균

=62.4) 태도와 다른 태도들 간에는 집중 지표의 차이가

있었으며, 산만:시선이동(평균=45.5) 태도와 다른 지표

들 간에도 집중 지표에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산만:클

릭(평균=53.7)과 집중함(평균=56.0) 간에는 집중 지표에

차이가 없었다.

그림 1. 학습태도와 집중 지표

학습태도와 집중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ta=0.666/ 또는 eta 자승=0.444). 이 결과는 학습태도

가 집중 지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요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2. 학습태도와 이완 지표
피험자군 20명을 대상으로 [표 2]에서 제시된 학습자

태도에 대하여 학습자별로 이완 지표를 추출하고,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평균을 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학습태도와 이완 지표의 관계
학습태도 n 평균 표준편차 F df

유의
확률

에타
자승

눈감음 20 71.7 8.8

26.7 3 0.00 0.48산만:시선 20 57.8 7.0
산만:클릭 20 54.5 8.3
집중함 20 51.9 7.7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태도와 이완 지표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6.693, df=3, p<0.05).

[그림 2]에각집단간 이완 지표를 사후검증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눈감음(평균=71.7) 태도와 산만:시선이

동(평균=57.8) 태도, 산만:클릭(평균=54.5) 태도, 집중함

(평균=51.9) 태도 간에는 이완 지표에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태도들 간에는 이완 지표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

다.

그림 2. 학습태도와 이완 지표

학습태도와 이완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eta=0.698/ 또는 eta 자승=0.488). 이 결과는 학습태

도가 이완 지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요인이라는 사실

을 보여준다.

3. 학습태도와 주의 지표
피험자군 20명을 대상으로 [표 2]에서 제시된 학습자

태도에 대하여 학습자별로 주의 지표를 추출하고,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평균을 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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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습태도와 주의 지표의 관계
학습태도 n 평균

표준
편차

F df
유의
확률

에타
자승

눈감음 20 37.6 9.1

26.5 3 0.00 0.48
산만:시선 20 60.0 11.9
산만:클릭 20 55.7 8.7
집중함 20 43.4 7.6

[표 5]에서 학습태도와 주의 지표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6.503, df=3,

p<0.05).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집단 간 주의 지표를

사후 검증한 결과, 산만한 태도로 대변되는 산만:시선

이동(평균=60.0), 산만:클릭(평균=55.7) 태도와 눈감음

(평균=37.6) 태도, 집중함(43.4) 태도 간에는 주의 지표

에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눈감음(평균=37.6) 태도와 집

중함(평균=43.4) 태도, 산만:시선이동(평균=60.0) 태도

와 산만:클릭(평균=55.7) 간에는 주의 지표에 차이가없

었다.

그림 3. 학습태도와 주의 지표

학습태도와 주의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ta=0.697/ 또는 eta 자승=0.486). 이 결과역시 학습태

도가 주의 지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요인이라는 사실

을 보여준다.

4. 학습태도와 잡파 비율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Theta파에 대한 SMR파와 M-Beta파의 합의 비율을

활용하여 추출한 집중 지표가 EOG(electrooculograms,

안전도)에 의해 유입되는 저주파 성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표 6. 집중 지표와 잡파 비율의 관계
집중 지표 잡파 비율

집중 지표 1.0 -0.992*

잡파 비율 -0.992* 1.0
* 0.01(양쪽) 수준에서 유의함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집중 지표와 잡파 비율 간의

상관계수는 -0.992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잡파 비율이 높을수록 집중 지표가 낮아

지며 EOG가 잡파(artifact)로 작용하여 실험 결과를왜

곡시키게 되는 것이다. 특히본연구가 뇌파 중 전두엽

을 대상으로 진행됨으로 EOG가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본연구에서는 EOG를 비롯하여유입되는 잡파를

고려하여 잡파 비율의 개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실험

을 재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잡파 비율은 분

석구간데이터에서 설정한최대값, 최소값범위를벗어

나는 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게 된다. 설정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범위는 연구목적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나는데 보통 각성상태의 자발뇌파 관련 연구에서는

±160uV 내지 ±130uV, 또는 그 사이값을 이용하며, 엄

격히 통제된 유발뇌파(ERP) 연구에서는 보통 ±110uV

내지 ±80uV, 또는 그 사이값을 이용하게 된다. 본연구

에서는 보다깨끗한 데이터만을 유효 데이터로 사용하

고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로 ±80uV를 설정하였다.

뇌파가 심리학이나 의학적으로 진행된 기존 뇌파 실

험과달리본연구에서는 진행된 실험은 이러닝 환경에

서 학습자의 태도변화에 따른 실험으로 피험자의움직

임을 완전히 제한한 상태로 실험을 진행할 수 없는 관

계로 잡파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험을 분

석하는 방법 대신에 잡파 성분을 실험 분석에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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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학습태도와 잡파 비율의 관계
학습태도 n 평균

표준
편차

F df
유의
확률

에타
자승

눈감음 20 0.0 0.02

44.963 3 0.000 0.616산만:시선 20 0.7 0.28
산만:클릭 20 0.4 0.26
집중함 20 0.2 0.16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태도와 잡파 비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F=44.963,

df=3, p<0.05). 또한 [그림 4]에 도시한바와 같이, 각집

단간 잡파 비율을 사후검증한 결과, 모든학습태도 간

잡파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그림 4. 학습태도와 잡파 비율

학습태도와 잡파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ta=0.784/ 또는 eta 자승=0.616). 따라서 잡파 비율이

학습태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Theta파/Alpha파 비
일반적으로 학습은 학습자가 눈을 뜬 상태로 진행하

게 되며 눈을 감은 상태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눈을 뜬 상태와 감은 상태는 집중 지표, 이완 지표, 주의

지표를 이용하지 않고 Alpha파에 대한 Theta파의 비를

이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눈감음태도에서는 Alpha

파에 대한 Theta파의 비가 1의값보다 작지만, 눈을뜨

고 있는 산만:시선이동, 산만:클릭 그리고 집중함 태도

에서는 Alpha파에 대한 Theta파의 비가 1의값보다 커

서 뚜렷이 구분된다.

그림 5. 눈감음 태도 구분

V. 결 론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뇌파를 측정하여 학습자

의 태도변화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면 학습효

율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닝 환경에서는 학

습자의 눈깜박임과움직임이 있어 기존의 의학적, 심리

학적 뇌파 분석은 한계가 있다. 집중, 산만, 눈감은 상태

등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학습태도변화에 따

른 뇌파의 변화를 검출하기 위해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학습자가 눈을 감고 있는 태도에서

는 집중 지표와 이완 지표가 높고 주의 지표가 낮게 나

타나는 양상을 보였으나, Alpha파에 대한 Theta파의

비가 1 이하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눈을 뜨고 있는

다른 학습태도와 뚜렷이 구분할 수 있었다.

학습자가 산만해질 수 있는 상태라고 가정한 산만:시

선이동태도에서는 집중 지표가 다른 어떤태도보다 낮

게 나타난반면에 주의 지표는 높은양상을 보였다. 또

다른 산만한 상태인 산만:클릭 태도는 집중 지표가 집

중함태도와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주의 지표가 집중함

태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산

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산만:시선이동태도와 산만:클릭

태도에서는 다른 태도와 달리 EOG를 비롯한 잡파가

30%이상유입되는모습을 보였다. 다시요약하면, 학습

에 집중하는 태도에서는 집중도가 산만한 태도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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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높게 나타나고 이완지표는 낮게 나타나며, 클릭과

눈굴림과 같은 산만한 태도에서는 주의지표와 잡파비

율이 높게 나왔다. 특히, 눈을 감았을 때는 알파 세타

비율이 1이하로 나타나 눈을 뜬 다른 상태와 뚜렷이 구

분되었다.

본실험은 20명의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전전두엽 2개

의채널에 국한되어 뇌파를측정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

반화하기 어렵지만 관찰자의 세심한 관찰을 통한 학습

자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뇌파와의 상관관계로규명해

본결과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여 그 의의가크다. 추

가 실험으로 보다 다양한 피험자군과 다채널뇌파측정

실험을 진행하여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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