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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학적 가치는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풍경, 작품, 사람,

사물, 동식물 등에서 미학적 가치를 인지한다. 미학

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쾌락과 감동, 희열, 슬픔, 신비

스러움 등의 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인지하는 감각적 

인식이다. 이러한 미학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

한 자극에 대한 미학적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시각

과 청각 등의 자극의 종류에 대한 미학적 가치 판단 

연구[1,2]는 진행되고 있으나, 두 자극이 동시에 제시

되는 이미지에 대한 미학적 가치를 판단하는 연구는 

미흡하다. 이미지는 다양한 종류의 자극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영상 자극만이 있는 일반 이미지와 텍스트 자

극을 포함하는 간판 이미지에서의 뇌파 변화를 확인

한다.

미학 평가에 관한 연구의 경우, 심층 컨볼루션 신

경망을 사용하여 미적 분류 및 평가의 정확도를 향상

시키거나 새로운 미학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3-6]. 또한,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이 고정 크

기 입력만 받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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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없이 원본 입력 이미지에서 미학 기능을 직접 

학습하는 구성요소를 보존하는 방식의 미학평가 모

델을 제시하는 연구 역시 진행되었다[7]. 이 연구의 

경우 사람을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미학적 평가를 

진행한 것이므로 사람을 대상으로 미학 평가를 진행

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학과 감정인식에 대한 연구의 경우, 텍스트 및 

시각적 콘텐츠를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온

라인 감정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고[8], 서

로 다른 감정의 3백만 개의 라벨링 된 이미지에서 

시작하여 현재 시각적 감정 데이터 세트의 최대 30

배에 달하는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소개하는 연구 

역시 진행되었다[9].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인 미학적 

가치에 대해서 분석하지만, 주로 하나의 자극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학적 가치는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객체에 대해 

가지는 호의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감성적 지각

이며, 일차적으로 대상이 아닌 개인의 감정에서 비롯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감정의 내면적 상태가 객체

의 미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객체에 대한 개인

의 정서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미학과 감정은 상

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0].

미학적 가치가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

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생체신호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진의 미학적 가치, 그리고 이미

지에 포함된 자극의 갯수가 사람의 생체신호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자극은 사진 경쟁 사

이트인 DPChallenge.com의 사진과 직접 수집한 간

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DPChallenge에서 모집한 

일반 이미지는 영상 자극만을 포함하지만, 간판 이미

지의 경우 영상 자극과 텍스트 자극을 포함하여 두 

종류의 자극이 동시에 제시된다. 뇌파의 사건관련전

위(Event-related potential, ERP)을 측정하기 위해 

oddball paradigm을 사용하였고, oddball task를 진

행하는 동안의 뇌파를 측정하였다. 각 전극의 사건관

련전위의 요소들을 추출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일반 이미

지보다 간판 이미지에서 더 높은 사건관련전위의 변

화가 나타났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미학

적 가치를 확인하는 연구들을 기술하였고, 3장은 실

험방법을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뇌파 신호의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고, 마지막 5장은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관련연구

미학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미학적 판단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다. Leder et al.[1] 은 미적 정

보의 처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미학

적 경험은 인식, 명시 적 분류, 암묵적 분류, 인지 적 

습득 및 평가의 5 단계로 구성된다. 이 모델은 미적 

감정과 미학적 판단을 두 가지 유형의 산출물로 구분

한다. Whitfield and Wiltshire[2] 미술 및 디자인 분

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시각적, 심미적 자극 평가의 차이를 관찰하였

다. 설계 교육에 대한 노출이 미학적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192 명의 훈련 받은 

사람과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의 표본을 평가 과제로 

사용하여 이 문제를 조사하였다. Jacobsen and Höfe

l[11] 은 심미적 판단을 합동 심의와 관념적 접근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참가자로 하여금 "아름

다움"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정의와 관련하여 참

신한 그래픽 패턴을 판단하도록 지시하였다. Bamossy

et al.[12]은 미적 반응의 본질을 논의하고, 인지 발달

적 관점을 사용하여 미적 판단 능력을 측정하는 새로

운 도구를 제안하였다. 제시된 계측기의 신뢰성과 유

효성에 대한 증거와 계측기의 잠재적인 용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Tommaso et al.[13] 은 시각 관련 미적 

인식이 사건관련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피험자는 아름다운 예술적 그림과 기하학적 모양으

로 구성된 표정 자극에 대한 미적 판단과 10단계 아

름다움 추정을 할당했다.

최근에는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미학평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Lu et al. [3]은 자동 

특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심층 신경망 접근

법을 채택하는 RAPID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심층 

신경망 훈련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해상도 이미지의 

미세한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이미지 스타일, 미학 

및 품질 추정 문제를 조사하였다[4]. Kong et al.[6]

은 사진 미학의 상대적 순위를 손실 함수에서 직접 

모델링 한 사진 미학을 평가할 수 있는 심층 컨볼루

션 신경망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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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컨볼루션 신경망이 고정 크기 입력만 받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Mai et al.[7]은 이미지 변환없

이 원본 입력 이미지에서 미학 기능을 직접 학습하는 

구성요소를 보존하는 방식의 미학평가 모델을 제시

하는 연구 역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컴퓨터

가 미학 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인지

하는 미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Mayer et al.[14]는 139명의 성인이 18개의 얼굴,

색 견본 및 추상적 인 디자인을 재현하고 이러한 시

각적 자극의 감정적인 내용을 평가하여 시각적 자극

에서 합의 된 감정적 인 내용을 인식 할 수 있는 일반

적인 능력을 발견하였다. Freedman et al.[15]은 신경 

기반을 탐구하기 위해 컴퓨터 생성 자극을 "고양이"

와 "강아지"로 분류하기 위해 원숭이를 훈련 시켰다.

모핑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극 모양을 체계적으로 변

화시키고 카테고리 경계를 정확하게 정의하였다.

Kawasaki et al.[16]은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깨어 

있는 사람의 감정적인 자극에 대한 단일 뉴런의 반응

을 조사하였고 혐오스러운 시각적 자극에 대해 짧은 

대기 시간 (120-160ms) 반응을 선택적으로 발견하

였다. 자극에 대한 반응은 조사하였지만, 개인의 특

성을 반영한 미학적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

다. 이를 위해, 생체신호를 사용하여 개인 특성을 반

영할 수 있다. 또한, Lee et al.[17]은 뇌파를 이용하여 

혐오 영상을 시청할 때의 뇌파를 분석하였으나, 미학

적 가치를 분류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개인이 미학적 가치를 판단하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음악, 그림 등의 분야에서 미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Van Dongen et al.[18]

은 사진과 그림에서의 사건관련전위 변화를 확인하

였다. 그림에 대한 선호도 점수가 높았고, late LPP

진폭은 그림 자극에 대해 약화되었다. 이는, 예술적 

맥락에서 유도된 감정의 하향 조절을 의미한다. De

Smedt et al.[19] 은 음악을 감상하는 동안의 뇌파를 

측정하였고 뇌파의 파워를 분석하였다. 알파파와 강

렬한 음악 사이에서의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고, 알파

파와 스트레스로 인한 각성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

를 발견하였다. 그림과 사진뿐만 아니라 형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왔는데, Chew et al.[20] 은 3차원 

형상에 대한 뇌파 신호를 사용하여 미학에 대한 측정

을 제시한다. 주파수 분석을 이용하여 알파, 베타, 세

타, 감마, 델타로 분해한 후, support vector ma-

chine(SVM)과 K-nearest neighbors(KNN)을 이용

하여 분류하였다. 전두엽 부근에서 측정한 뇌파를 통

해 80%의 분류 정확도를 얻었다.

미학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자극의 종류에 대한 

연구와 기계학습을 적용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자극이 포함되는 이미지의 

미학적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논문

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자극이 제시

되는 이미지를 시청할 때의 뇌파 변화를 확인한다.

영상 자극이 포함된 이미지와 영상 자극과 텍스트 

자극이 포함된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각 

이미지의 미학 점수에 따른 뇌파 변화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실험방법

본 논문에서는 주제에 따른 미학적 가치를 뇌파의 

사건관련전위 변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oddball task를 제작하였고, 연구대상자가 oddball

task를 진행하는 동안 뇌파를 기록하였다. 기록한 뇌

파를 통해 사건관련전위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주제

에 따른 미학적 가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3.1 Oddball paradigm

본 논문에서는 뇌파의 사건관련전위를 분석하기 

위해 Go-Nogo task를 변형한 oddball paradigm[21]

을 사용하였다. Oddball task는 두 자극을 제시하고,

제시된 자극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하도록 지시한다.

제시된 자극에 따른 사건관련전위를 측정하고, 자극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다. Oddball task는 E-prim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뇌파 측정 도중 자

극이 나온 시점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자

극은 일반 이미지와 간판 간판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학적 가치에 따라 높음과 낮음 총 2가지 

자극으로 구분하였다. 미학적 가치가 높은 이미지와 

낮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총 2장의 이미지가 랜덤하

게 제시되도록 oddball task를 제작하였고, 미학적 가

치가 높은 사진이 나올 때는 z키를, 미학적 가치가 

낮은 사진이 나올 때는 x키를 누르도록 피험자에게 

지시하였다. 500ms 동안 검은 바탕과 화면 중앙에 

십자가가 표시되는 주시화면이 제시되고, 이후 500

ms 동안 이미지가 제시된다. 자극 이미지가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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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300ms 동안 응답화면이 제시되는데 응답화면은 

검은색 화면을 사용하였다. 피험자가 응답키를 누르

면 응답화면은 종료된다. 응답화면의 지속 시간이 끝

나거나 연구대상자가 응답키를 눌러 종료된 후 500

ms 동안 검은색 화면인 지연화면이 제시된다. Oddball

task를 진행할 때 뇌 편측성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

기 위해 모든 연구대상자를 오른손잡이로 모집하였

다. Fig. 1은 oddball paradigm의 순서를 도식화한 

것이다.

3.2 실험영상

Oddball task의 자극으로 미학 이미지과 간판 이

미지를 사용한다. 미학 이미지는 2개의 이미지를 사

용하였는데 사진 경쟁 사이트인 DPChallenge의 점

수가 평균적으로 각각 7점, 3점의 점수를 가지는 2장

의 사진들로 구성하였다. 간판 이미지는 본 연구실에

서 데이터베이스로 보관중이던 간판 DB를 이용하였

다. 간판 이미지의 경우 미학점수가 책정 되어있지 

않아 SNS를 활용한 30명 이상의 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12장의 간판사진들 중 아름다운 사진 1장, 그리

고 아름답지 못한 사진 1장으로 총 2장의 사진을 선

별하였다. Fig. 2은 oddball task에 사용된 일반 이미

지이고, Fig. 3은 oddball task에 사용된 간판 이미지

이다.

3.3 실험과정

연구 대상자는 남성 13명과 여성 12명으로 총 25

명의 연구대상자가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나

이는 만 19세부터 만 24세 사이이다. 정확한 뇌파 측

정을 위해 실험이 진행되는 실험 공간은 외부의 빛

과 소리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oddball

task를 진행하였다. 일반 이미지에 대한 oddball

task를 실시한 뒤, 간판 이미지에 대한 oddball task

를 실시하였다. 뇌파 측정을 위해 Neuroscan사의 

SynAmps RT 64-channel Amplifier와 64-channel

Quik-cap을 사용하였다. 뇌파 측정 중 기술적인 문

제로 2명의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았고, 피험자가 연

구 진행 중 과도한 움직임을 행하거나 졸았기 때문

에 총 2명의 데이터를 제거하였다. 전극은 oddball

task를 이용하여 진행한 실험이므로 Fz, Cz, Pz 전극

을 사용하였다. 사건관련전위 요소로는 p100, n100,

p200, n200, p300을 이용하였다. P100은 자극 발생 

이후 65ms～90ms 사이의 최댓값을, N100은 자극 

발생 이후 80ms～120 ms 사이의 최솟값을, P200은 

자극 발생 이후 150ms～275ms 사이의 최댓값을,

N200은 자극 발생 이후 200ms～350ms 사이의 최솟

값을, P300은 자극 발생 이후 250ms～300ms 사이의 

최댓값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일반 이미지를 이용하여 제작한 oddball

task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5분 동안 휴식을 취한 

뒤 간판 이미지에 대한 oddball task를 실시하였다.

Oddball task는 모두 24분씩 소요되었고, 전체 실험 

시간은 53분이 소요되었다. Fig. 4는 실험의 전체 과

정과 소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Composition of stimuli set.

(a) (b)

Fig. 2. General Image(a: High aesthetic score, b: Low 

aesthetic score).

(a) (b)

Fig. 3. Signboard Image(a: High aesthetic score, b: Low 

aesthetic score).

Fig. 4. Experiment protocol.



5美(미)醜(추) 콘텐츠 시청 시 발생하는 뇌파 신호 분석

4. 실험결과

Fig. 5와 Fig. 6, Fig. 7은 각각 전극 Fz, Cz, Pz

서 epoch 구간에서의 평균 진폭(Mean amplitude)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통계분석을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다.

Fig. 8은 은 미학적 가치가 높은 자극과 낮은 자극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각 값은 미학적 가치

가 낮은 자극에서 높은 자극의 값을 뺀 것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간판 사진은 Fz와 Pz에서 미학적 가

치가 낮은 이미지를 시청할 때 진폭이 더 크게 나타

났고, 일반 사진은 Cz와 Pz와에서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Fig. 9는 자극의 주제에 따른 미학적 가치

가 높은 이미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간

판자극에서 일반자극을 뺀 값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Fig. 5. Epoch graph of Fz (Left: General image, Right: Signboard image, Full line: high stimuli, Dotted line: low stimuli).

Fig. 6. Epoch graph of Cz (Left: General image, Right: Signboard image, Full line: High stimuli, Dotted line: low stimuli).

Fig. 7. Epoch graph of Pz (Left: General image, Right: Signboard image, Full line: High stimuli, Dotted line: low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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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극 Fz와 Cz, Pz에서 모두 간판자극의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진폭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 이

미지와 간판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미학

적 가치가 높은 이미지와 낮은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P100과 N100, P200, N200, P300에서의 

차이를 각각 비교하였다. 데이터가 정규성을 충족하

지 못하기 때문에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

하여 유의확률을 확인하였다. Table 1은 Wilcoxon

signed rank test의 유의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 

이미지의 미학적 차이에 따른 차이는 모든 전극의 

P100과 N100, P200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

다. N200에서는 Cz와 Pz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

하였다. 그리고, 간판 이미지의 미학적 가치에 따른 

차이는 모든 전극의 P100과 N100, N200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Cz의 P300에서도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인다. 미학 이미지와 간판 이미지에서 미학적 

가치가 높은 이미지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전극의 

P100과 N100, P200지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미학적 가치에 따른 사건관련전위의 변화는 일반 

이미지보다 간판 이미지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

는 영상 자극만을 포함하는 일반 이미지보다 영상 

자극과 텍스트 자극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간판 

이미지에서 더 많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능성

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전두엽 부근의 변화를 통해 자극 정보를 받아들일 

때 미학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받아들인 정보를 조합하는 두정엽 

부분의 변화는 미학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받아들

인 정보를 통해 미학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시각 자극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시각정보

의 처리를 담당하는 후두엽 부분의 변화가 나타났다.

미학적 가치가 다른 이미지를 인지한 경우, 간판 

이미지와 일반 이미지 모두 시각정보의 처리를 담당

하는 후두엽 부분의 진폭이 미학적 가치가 낮은 이미

Table 1. Wilcoxon signed rank test result

P100 N100 P200 N200 P300

General

High-Low

Fz 0.00* 0.02* 0.22* 0.91 0.24*

Cz 0.04* 0.01* 0.13* 0.04* 0.58

Pz 0.02* 0.01* 0.19* 0.01* 0.32*

Signboard

High-Low

Fz 0.00* 0.04* 0.27* 0.16* 0.96

Cz 0.03* 0.01* 0.94 0.34* 0.02*

Pz 0.01* 0.02* 0.14* 0.43* 0.41*

General-

Signboard

Fz 0.00* 0.00* 0.00* 0.36* 0.35*

Cz 0.01* 0.00* 0.03* 0.24* 0.23*

Pz 0.02* 0.04* 0.01* 0.30* 0.64

*: P-value≤0.05

Fig. 8. Difference between high stimuli and low stimuli.

Fig. 9. Difference between sign and general stimuli in 

high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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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미학적 가치가 더 낮은 이

미지를 인지하였을 때, 뇌파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학적 가치가 낮은 자극에

서 더 많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실험 결과, 두 자극이 동시에 제시되는 이미지에

서 더 큰 진폭 변화를 보였고, 미학적 가치가 낮은 

사진에 대해 뇌파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발견

하였다. 미학적 가치가 높은 사진을 보면 감정이 안

정적으로 변화하지만, 미학적 가치가 낮은 사진은 불

쾌한 감정으로 인해 뇌파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에 제시되는 자극의 종류가 

미학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 

이미지와 간판 이미지를 선정하고, 1장의 미학적 가

치가 높은 이미지와 1장의 미학적 가치가 낮은 이미

지를 채택하였다. 총 4개의 이미지를 통해 두 종류의 

oddball task를 제작하였고, oddball task를 진행하는 

동안 뇌파를 측정하였다. 뇌파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종류에 따른 뇌파 변화와 미학적 가치에 따른 뇌파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자극의 경우 미학적 가치가 낮은 

이미지에서 뇌파 진폭이 크게 나타났고, 제시되는 자

극의 개수가 다른 경우 간판 이미지에서 더 큰 진폭

이 나타났다. 이는 미학적 가치가 낮은 자극에서 시

각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 종류

의 자극이 동시에 제시되는 간판 이미지에서 더 많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큰 진폭이 나타난

다. 또한, 전두엽 부근의 변화를 통해 미학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정엽 부분의 변화는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 미학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각자극을 이용하

였기 때문에 시각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후두엽 부

분의 변화가 나타났다.

향후 연구로는 영상 자극과 텍스트 자극과 같은 

시각 자극 이외의 청각 자극과 촉각 자극 등 다양한 

자극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자극의 미학적 가치에 

따른 뇌파 변화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극의 

종류와 미학적 가치에 따라 발생하는 뇌파를 학습하

고 분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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