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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sense of smell is done by the olfactory event-related potential (OERP) test. OERP consists 
of N1, P1, N2, P2, and P3, of which N1 and P1 latency are known to be affected by the concentration of odor stimuli 

associated with the pre-sensory phase and P2 and P3 are the stages at which odors are perceived and are known to change 
by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stimul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pression 
of OERP and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object on the fragrance stimulus using various fragrances. Therefore,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ve waveform power ratio, preference for each scent stimulus, and finally the amplitude and 
latency change of the components of OERP, N1 and P2. In contrast, it was found that the late P2 response waveform was 
an effective aroma stimulus recognition waveform in OERP compared to the initial response wav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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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후각 기관계(olfactory system)는 주 후각 기관과 부 후각 

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부 후각 기관은 액체 입자의 

자극에 반응하고, 주 후각 기관은 휘발성 기체 입자에 반

응한다고 알려져 있다(Dember et al., 1995). 인간은 주 후각 

기관을 통하여 코를 통하여 흡입된 냄새물질에 반응하며, 

흡입된 냄새물질은 후각 상피와 접촉하는데 후각 상피는 

다수의 후각 감각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냄새 자극을 받

은 후각 감각 세포는 사구체(glomerulus)를 통하여 승모 

세포(mitral cell)에 신호를 전달하고, 이러한 전기적 자극

은 후각 신경섬유를 통하여 종뇌(telencephalon)의 다양한 

부위에 전달된다(Firestein, 2001). 또한, 인간의 후각은 정

교한 감각 기관으로 수천 가지의 유기화합물을 구별할 

수 있으며 후각은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Firestein, 2001). 다수의 연구자들이 후각 자극에 의한 

감성과 감각의 변화를 객관화하고자 뇌파 검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각 유도전극뇌전도(electroencephalography, 

EEG)의 fast fourier transform (FFT) 차이 분석과 각 EEG 

파형에 대한 power spectrum의 변화 등이 연구에 활용되

었다(Kwon, 1994; Dember et al., 1995; Castle et al., 2000). 과

거 연구자들의 FFT와 power spectrum 비 분석은 냄새를 

이용한 후각 유발 후 전반적인 뇌파의 변화 양상을 평가

하였다(Freeman and Viana Di Prisco 1986; Wu et al., 2012; 

Zhao et al., 2012). 

사건유발전위(event-related potentials, ERP)는 어떠한 자

극에 대한 뇌 반응 결과로 나타나는 전위차를 말하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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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EG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후각사건유발전위(Olfactory 

event-related potentials, OERP)의 경우 유발 자극이 후각이 

되며 후각 자극의 종류는 메탄올, 부탄 등과 같은 유기용

매, 혐오 화학물질, 그리고 상용화된 향기 제품 등 다양하

다(Sato et al., 1996). 현재는 brain-computer interface (BCI) 기

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인간의 오감에 대한 연구에 

비침습적 방법으로 EEG가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

서 OERP를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magnetic 

resonance imaging와 같은 최신 영상 장비를 이용한 향기

에 대한 뇌 활성 분포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 중

이다(Gottfried et al., 2002; Ishimaru et al., 2002; Croy et al., 

2014; Nejati et al., 2015). 

OERP는 N1, P1, N2, P2 그리고 P3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N1과 P1 잠복기는 외인성 인자(exogenous compon- 

ents)로 냄새를 맡게 되는 감각 전 단계와 관련된 냄새 자

극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진 반면, P2와 P3는 냄

새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자극의 주관적 평가에 의

하여 변한다고 알려져 있다(Pause et al., 1996). 일반적으로 

자극 향기의 농도가 높을수록 파형의 진폭은 높아지고 

잠복기는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Tateyama et 

al., 1998).그리고 OERP의 결과는 나이에 따라 그 결과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Evans의 보고가 있으며 이는 나이

가 들어감에 따라 후각감각수용체의 기능에 변화가 있어

서라고 예상된다(Evans et al., 1995). 해외에서는 OERP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의료, 향수 산업 등)에서 진행되

었지만, 국내에서는 후각유발전위검사 혹은 후각사건전위

검사에 대한 학술연구가 극히 소수만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초 의학 데이터는 전무한 상태이다(Kwon, 1994).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향기에 대한 반응시간 및 향기의 

대한 선호도와 후각유발전위의 객관적인 데이터 간의 관

계를 규명함으로 향후 후각유발전위의 의학적 기초자료

의 토대를 쌓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Participants 

20대(23 ± 1.3)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실험 전 설문을 통하여 흡연 경력, 감기, 비염, 알레르

기, 후각 통증이 있는 이들을 제외하였으며 실험 전 4시

간 동안 금식하였다(Table 1). 본 연구는 동의대학교 연구

윤리심의규정(DIRB-201911-HR-E-34)을 준수하여 시행하

였다. 

Experimental design 

10 m × 6 m 공간에서 실험 전 환기를 하고 실험을 시

작하였다. 향기 자극을 시행하기 앞서 뇌파 장비를 피험

자에게 장착하고 사용자 뇌파에 대한 calibration을 실시하

였다. 향기 자극 전 시간, 향기 자극 시간, 그리고 휴식 

시간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휴식 시간마다 

실험 장소를 환기하였다. 피검자가 향기를 맡기 시작한 때

와 더 이상 향기를 맡지 못한 시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향

기 인지 시작 시간과 향기 비인지 시작 시간에 검정 but- 

ton을 누르게 하였다. 각 향기 자극 후 향기 자극에 대한 

선호도(0~10점 척도, 0점: 아주 싫음, 5점: 보통, 10점: 아주 

좋음)를 설문 조사하였다(Table 2). Fig. 1에서 전체 실험 계

획에 대하여 도식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Electroencephalography (EEG) 

뇌파는 국제 기준법인 10~20법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Homan et al., 1987). 뇌파 calibration을 실행하였으며 감도

는 50 μV/5 mm, 시정수는 0.3초, 기록 속도는 30 mm/sec, 

그리고 고영역 차단 filter는 100 Hz로 설정하였다(Nuwer 

Table 1. Constituent of flavored aromatic oil 

 
Scientific name General name 

(percent concentration) 

Rosmarinus officinalis L. Rosemary (10%) 

Pelargonium capitatum Rose Geranium (3%) 

Lavandula officnalis Lavender (4%) 

Cinnamomum cassia Blume Cinnamon (5%) 

Mentha piperita Peppermint (1%) 

Ponus sylvestris Pine leaf (2%) 
 

Fig. 1. Experiment Schedule. Aroma stimulation was given 2 
minutes after EEG measurement. EEG was measured for 2 minutes
and repeated 7 times. The number of odor stimuli per day was 
limited in consideration of olfactory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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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8). 활성 전극은 F (Frontal)z, C (Central)z, P 

(Parietal)z, T3 (Temporal), T4을 사용하였으며, 뇌파 부착 후 

각 전극에서의 임피던스(impedance)를 5 KΩ 이하로 조정

하였다. 자율 신경의 활성도 평가를 위하여 목 경동맥 부

위에 측정 센서를 부착하였다(Hammond et al., 1992). 뇌

파 부착 및 정보수집 장비는 Quick-20 (Pelican products 

Torrance CA, USA)을 사용하였다. 

Odor stimulation 

6가지의 천연물질을 사용한 천연 향료는 네츄럴 솔루

션에서 공급받았으며, 향기 보존과 휘발성 부여를 위하여 

글리세린과 변성알코올을 첨가하였다(Chung et al., 1999). 

모든 향기의 농도는 XP-329IIIR (COSMOS, Japan)로 측정

하였으며, 가장 작은 농도를 기준으로 동등한 농도로 다

른 물질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천연물질 

향료는 Table 1와 같다. 사각형의 거즈(25 cm2)에 천연향기

시료를 충분히 적신 후 conical tube 담아 코 앞 2 cm 위

치에서 피검자의 후각을 자극하였다. 후각 자극은 안정기 

뇌파 측정(2분), 후각자극유발(2분), 그리고 휴식(5분) 순

으로 총 9분 동안 측정하였으며 각 향기 당 8번 반복 측

정하였다(Masago et al., 2001; Cook et al., 2018). 여러 향기를 

체험하게 되는 피검자가 겪을 수 있는 후각피로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첫날에 2가지 향료에 대한 자극에 대하여 

실험하였으며, 이 후 일주일마다 2가지 향료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정제수와 변성알코올로 구성된 후각 자극

을 음성대조군으로 활용하였다. 

EEG data extraction and analysis 

전체 뇌파 측정 구간 내에서 상대적 α파와 β파의 power 

spectrum 비(relative power ratio of α wave and β) 분석을 2단

계(안정기 뇌파, 후각 자극 유발 구간)로 구분하여 실행하

였다. 상대 power spectrum 비 분석을 위하여 활성 전극 

Fz, Cz, Pz, T3, T4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Zhao et al., 2012). 

OERP 측정을 위하여 향기 유발 직전 1초에서 향기 감

지 시간 직후 3초까지의 뇌파 epoch를 추출하였다(Invitto 

and Grasso, 2019). 수집한 epoch를 band-pass filter를 이용하

여 1~20 Hz로 제한하였으며, reference interval은 자극 전 

0.5~0초로 eye blank와 같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

형의 진폭이 -100~100 μV로 제한하였다(Han et al., 2017). 

각각의 피검자에게서 수집된 모든 OERP epoch (n = 56)를 

이용하여 평준화 과정을 실행하였으며, 배경 및 인공 산

물 제거될 때까지 반복 실험을 진행하였다(Hawkes and 

Doty, 2009). 일반적으로 평준화된 OERP 파형에서 P2의 

잠복기는 자극 유발 후 530~800 ms이며, N1~P2 파형의 

진폭은 4~20 μV라고 알려져 있으며(Caminiti et al., 2014), 

이를 기준으로 epoch에서 각 잠복기를 구분하였다(Fig. 

2). BrainMap-3D program (LAXTHA inc.USA)을 이용하여 

OERP 파형의 추출 및 평준화를 실시하였다. 

Statistical processing 

모든 데이터는 평균(mean) ± 표준편차(SD) 형태로 표현

하였다. 안정기 뇌파와 후각 자극 유발 후 상대적 power 

spectrum 비의 변화를 unpaired t-test로 평가하였다. 향기에 

대한 선호도와 각 뇌파와의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OERP의 상관성 

분석은 파형 성분의 잠복기와 진폭을 성분으로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향기 자극 전후 차이 분석은 paired t-test로, 

각 향기 간 뇌파 요소 사이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

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Turkey's method를 이용하여 각 군

을 사후 검정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20.0 program

을 이용하여 실행하였다. 

 

결  과 

Affinity for fragrance 

Table 2의 결과에 따르면 향기에 대한 선호도는 성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향기 선호도는 Cinnamon, 

Peppermint, pine leaf, Rose Geranium, Rose Geranium, 

Rosemary, Lavender 순서였다. Lavender 자극에서 가장 큰 

호응도(8.9 ± 1.8점)를 보였으며, Cinnamon 자극에서 가장 

낮은 호응도(1.2 ± 0.6)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Relative power ratio 

상대적 α파와 β파의 power spectrum 비는 모든 전극에 

Fig. 2. ERP basic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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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측정하였으며, 이 중 파형 결과가 가장 파형이 선명한 

유도 전극인 Pz에서의 상대 power spectrum 비를 Fig. 3에 

표시하였다. 분석 결과 CVE군을 제외하고 모든 향기 자

극 군에서 향기 자극 후 3분 동안 α파의 power spectrum 

비는 증가하였지만, β파 비는 감소하였다. 두 파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군은 CVE군 뿐이였다. 

CVE군에서 상대적 α파 비는 다른 군들과 다르게 향기 노

출 전(10.8 ± 1.5%)에 비하여 향기 자극 후(5.6 ± 1.8%) 

줄어들었다(P<0.01). 분석 epoch의 시점을 향기 인지 시작

부터 향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까지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는 Fig. 3와 비교하여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

었다(Table 3). 후각 감수성이 존재하는 동안의 파형 비는 

Fig. 3의 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 α파 비가 ROE군, PGE군, 

그리고 LOE군에서 증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P<0.01). 

Mean amplitude and latency of olfactory event related 

potential (OERP) 

평준화된 OERP 파형에서 N1, P1, N2, 그리고 P2 중 내

인성 인자인 N1과 외인성 인자인 P2의 잠복기와 진폭을 

분석하였다. Table 3에서는 Fz, Cz, Pz, T3, 그리고 T4의 추

출한 모든 epoch에서 평준화 과정을 거친 후 명료한 결

과를 보인 Cz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CVE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 군 사이의 잠복기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별다른 경향성도 보이지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and preference score 

 
Subject factors 

Contents Flavored aromatic oils 
(Abbreviation) 

Preference score 

Gender Total Gender Total 

Sex (numbers) 
Men 12 (46.6%) 

- Rosemary (ROE) 
Men 7.6±1.2 

7.4±1.6 
Women 18 (53.4%) Women 7.3±2.0 

Age (numbers) 
Men 23.2±1.4 

22.2±0.9 Rose Geranium (PGE) 
Men 6.4±2.4 

6.7±2.0 
Women 21.6±0.8 Women 6.9±1.6 

Smoking or not 
(numbers) 

Men 0 (0.0%) 
36.6% Lavender (LOE) 

Men 8.7±2.5 
8.9±1.8 

Women 0 (0.0%) Women 9.1±1.4 

Drinking (numbers) 
Men 12 (100.0%) 

93.3% Cinnamon (CVE) 
Men 1.5±0.4 

1.2±0.6 
Women 16 (88.9%) Women 1.0±0.7 

Olfactory medical history 
(numbers) 

Men 2 (16.7%) 
26.7% Peppermint (MPE) 

Men 3.3±1.0 
3.5±0.8 

Women 6 (33.3%) Women 3.7±0.7 

Dizziness or not 
(numbers) 

Men 1 (8.3%) 
10.0% Pine leaf (PSE) 

Men 5.8±0.9 
5.4±1.3 

Women 2 (11.1%) Women 5.2±1.6 

Sinusitis or not 
(numbers) 

Men 0 (0.0%) 
 0.0% Negative control 

(N.Control) 
Men 4.5±1.3 

4.6±1.2 
Women 0 (0.0%) Women 4.7±1.2 

 

 

 

Fig. 3. Results for α and β wave relative 
power ratio of EEG at Pz electrode. Relative
power ratio was measured at the Pz electrode. 
Compared to before aroma stimulation, both 
waves increased after stimulation. The statistic-
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waves was 
in the CVE group. Unlike the other experimen-
tal groups, the CVE group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the alpha wave after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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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진폭의 경우 음성대조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안정 구간보다 향기 자극 후 구간 

에서 N1과 P2의 진폭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P<0.05). 

N1의 평균 잠복기는 약 340 ms 구간에서 P2의 잠복기는 

약 710 ms 구간에서 형성되었다. 

Relationship between Olfactory Preferences and 

OERP 

선호도 점수(0~10점 척도)와 Table 3와 4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Table 5.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Coefficient of correlation P 

Olfactory Preferences ↔ OERP N1 (pre - post) latency difference 0.53 0.12 

Olfactory Preferences ↔ OERP P2 (pre - post) latency difference 0.62 < 0.01 

Olfactory Preferences ↔ OERP N1 (pre - post) amplitude difference 0.37 0.21 

Olfactory Preferences ↔ OERP P2 (pre - post) amplitude difference -0.76 < 0.01 

 

Table 4. Mean amplitude and latency of OERNs in Cz electrode 

 
Groups Pre-N1 amplitude 

(latency (msec)) 
Post-N1 amplitude 
(latency (msec)) 

Pre-P2 amplitude 
(latency (msec)) 

Post-P2 amplitude 
(latency (msec)) 

ROE 4.6±1.9a 
(342.5±21.0)a,b 

8.6±2.0** a,b 
(346.0±16.9)c 

5.8±0.9a 
(697.0±16.4) 

12.0±3.0** b 
(703.1±12.5)c,d 

PGE 4.8±0.8a,b 
(335.5±15.9)a 

9.0±1.2** b,c 
(337.0±12.4)b 

5.7±1.4a 
(705.5±16.2) 

13.6±3.0** b 
(701.0±10.9)c 

LOE 4.7±1.1a 
(340.9±10.8)a,b 

10.4±1.7** b,c 
(342.1±9.7)b,c 

5.4±0.9a 
(708.1±13.5) 

13.2±4.1** b 
(711.2±8.8)d 

CVE 4.8±0.8a,b 
(339.5±7.4)a 

16.6±2.3** d 
(305.6±14.9)** a, 

5.8±1.0a 
(699.3±9.0) 

26.2±2.7** d 
(642.0±9.4)** a 

MPE 5.0±1.0b 
(343.2±9.2)a,b 

10.3±1.6** b,c 
(340.6±11.0)b,c 

5.6±1.3a 
(703.7±11.6) 

16.5±4.8** c 
(681.9±16.7)* b,c 

PSE 4.7±0.6a 
(346.9±12.2)b 

11.2±0.9** a,b 
(348.6±13.3)c 

5.7±0.6a 
(706.0±13.1) 

15.9±3.3** b,c 
(677.0±11.1)* b 

N.Control 4.9±0.8b 
(337.9±13.3)a 

6.5±1.58a 
(329.5±16.8)b 

5.9±1.3a,b 
(700.0±10.2) 

8.4±2.9a 
(689.1±13.8)b 

Before and after comparison of latency and amplitude was performed by paired t-test, * means P<0.05, ** means P<0.01 
The comparison between the groups was analyzed using ANOVA, and the results of the post-test showed that the groups sharing the same 
alphabet had no difference in means (P>0.05). latency and amplitude 

Table 3. Relative α and β wave spectral ratio at Pz electrode within limited range 

Groups Pre-α wave ratio 
(Recognition time (sec)) 

Post-α wave ratio 
(Recognition time (sec)) 

Pre-β wave ratio 
(Recognition time (sec)) 

Post-β wave ratio 
(Recognition time (sec)) 

ROE 10.6±1.6 (120) 18.0±4.2** (35.5±5.4) 52.1±2.5 (120) 54.0±8.1 (35.5±5.4) 

PGE 11.1±1.7 (120) 17.6±5.0** (21.5±7.9) 50.9±3.8 (120) 55.6±7.0* (21.5±7.9) 

LOE 11.5±2.8 (120) 19.6±7.7** (42.1±10.1) 53.1±4.1 (120) 58.2±9.1* (42.1±10.1) 

CVE 10.8±1.5 (120) 4.2±3.8** (55.5±12.6) 52.6±2.5 (120) 68.2±15.7** (55.5±12.6) 

MPE 11.3±1.4 (120) 14.1±4.8 (40.0±6.7) 50.5±2.8 (120) 52.9±10.0 (40.0±6.7) 

PSE 10.9±2.2 (120) 13.8±6.5 (28.6±7.3) 51.7±3.2 (120) 48.9±12.7 (28.6±7.3) 

N.Control 11.7±2.0 (120) 12.5±5.8 (31.5±4.0) 50.8±2.8 (120) 55.4±8.4 (31.5±4.0) 

Before and after comparison of alpha and beta waves in Pz was performed by paired t-test, * means P<0.05, ** mean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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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 의하면 선호도 점수는 진폭의 차와 잠복기(자극 전과 

자극 후 차이)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r진폭(상관계수) = - 

0.76, P<0.01, r잠복기 = 0.62, P<0.01]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OERP와 상대적 α와 β파 변화 량 사이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여 편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편상관계는 

r진폭은 - 0.61, r잠복기 = 0.53임을 알 수 있었다(P<0.01). 

 

고  찰 

 

후각 기능을 평가하는 기능 검사들은 청각 검사 등과 

같은 다른 감각 기관 검사와 다르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다. Sniffin' Sticks, Pennsylvania Smell Identification 

Test (UPSIT) 등과 같이 각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들이 사

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검사들은 순음 청력 검사와 같은 

주관적인 검사들로 객관성이 떨어진다(Doty et al., 1984; 

Hummel et al., 1997). 1940년경 후각 자극이 다양한 전기 

신호를 발생한다고 알려진 이 후 후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뇌파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며(Allison 

and Goff, 1967), 연구자들은 후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후각 유발 전위(olfac- 

tory evoked potential)를 후각 기능의 정량 검사 방법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Tonoike et al., 1996). 

강한 향기 자극은 농도에 따라 후각 신경과 함께 삼차 

신경까지 흥분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Yang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향기 자극들은 전 실

험을 통하여 삼차 신경을 흥분하질 않을 적절 농도를 안

면 신경전도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향기 유입 방식

이 동일하다면 향기 자극은 공기 중 농도와 비례하므로

(Invitto and Grasso, 2019), 향기 자극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하고 ppm을 측정하여 농도를 조절하였다. 연구에서 사

용된 향기의 자극 지속 시간은 향기 자극 종류에 따라 

다양하였으며, 피검자의 후각예민도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예상된다. 향기 자극 후 피검자의 만족도 평가를 보면, 

Lavender (LOE)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고 Cinnamon (CVE)

의 평가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향기 자극이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경우 α파의 발생이 증대한다는 전 연구들이 

있으며(Manley, 1993; Brauchli et al., 1995), 본 연구에서도 

향기 자극 후 2분 동안 α파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5) (Fig. 3). β파의 경우 향기 자극이 인

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Vanderwolf and Zibrowski, 2001). 후각 자극에 강도 및 기

억과 관련된 β파 발현은 본 연구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혹은 낮은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소위 좋지 않은 향기, 냄새, 악취라고 명칭되는 향기는 

P300 (P1)과 N400 (N1)를 이용한 다수의 연구가 과거부터 

실행되었지만 다른 향기 종류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알

려져 있었다(Yang et al., 2001; Invitto and Grasso, 2019). 천

연물 색소 향료를 이용한 P300 연구에 다소 차이가 발생

한다는 발표(Sano et al., 2002)가 있었지만 P2 (500~800 ms)

에 대한 활용도가 피검자의 향기를 인지하는 감정과 관

련된 주관적인 평가가 가미된다고 알려져 있어 임상 후

각 평가에서는 사용이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향

기에 대한 피검자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P2 성향을 선

호도와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아래 실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음성대조군을 제외한 모든 군

에서 N1 진폭의 변화는 향기 자극 후 유의한 차이가 발

생함을 알 수 있었다. 통상 향기 자극을 느끼기 전인 전 

감각 단계와 관련된 외인성 인자 성분인 N1 성분 변화 

정도는 본 연구에서 CVE 향기 자극을 제외하고 사용된 

물질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이 일정함을 알 수 있었다. 역

시 CVE 향기 자극을 제외하고 나머지 향기 자극들은 N1

과 P3 성분의 잠복기 역시 자극 전 · 후 사이의 차이가 없

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좋지 않는 향기에 의한 후각 

자극의 촉발 시간이 그렇지 않는 향기(좋은 향기, 보통 

향기)에 비하여 촉발 시간이 빠르다고 사료될 수 있는 결

과이다. 본 연구에서 특이한 사항은 낮은 선호도를 점수

를 획득한 CVE의 P2 진폭 변화 결과이다. 선호도가 높은 

PGE와 LOE와 다르게 P3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의 다른 연구들 중 좋은 향

기와 좋지 않는 향기를 이용한 OERP의 결과는 연구의 목

적, 유발 상황, 분석 방법의 차이에 다르기 때문에 다소 

애모모호면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들 중 공통되는 

결과는 좋지 않은 향기가 다른 향기에 비하여 뇌파 전도 

속도가 빠르다는 점과 좋지 않은 향기는 얼굴에 감정 표

현을 유발하므로 후기 유발 파의 진폭이 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Bensafi et al., 2002; Cook et al., 2017). 본 연

구 결과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호도가 낮은 CVE

가 잠복기와 진폭이 다른 점은 경향이 유사하지만, 진폭

의 차이가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여 크다는 사실은 의아

한 결과이다.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화학적 악취물질에 

비하여 그 악취도 낮은 CVE 향기 자극이 진폭 차이가 크

다는 것은 현재 일원화된 좋지 않는 향기가 작용하는 감

각 전달체계와는 다른 방식의 생리적 기전이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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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고 의심하는 바이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향기 자극과 선호도와의 상관성에 대한 결

과를 살펴보면, pearson 상관분석 결과 OERP의 진폭은 음

의 상관관계, 잠복기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타 연구에서 고려하는 호흡이나 얼굴 움직임에 의

한 인공 산물에 대한 고려는 low-high filter 조절을 통하여 

제거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Covington et al., 1999). 아쉬

운 점은 다양한 향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향기에 대한 

기준(좋음: 0, 나쁨: 1)이 개개인 별로 차이가 있어 ROC 

curve 결과(평균 AUC: 0.41, P = 0.08, all data not shown)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점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향기를 사용하여 향기 자극에 대한 

객체의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OERP의 발현과의 상관성

을 밝히고자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선호도가 낮은 향기 

자극에 대한 반응이 타 향기 종류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초기 반응 파형들에 비하여 후기 P2 반응 파형

이 OERP에서 효과적인 향기 자극 인지 파형이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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