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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청각적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신경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전두엽 EEG 비대칭성과
ERP 반응을 연구하였다. 20명(3:여성, 17:남성, 평균연령: 25세) 피험자들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청각
자극으로서 부정적 감정을 유도하기 위해 여자의 비명소리를 사용하였으며, 이와 상반되는 긍정적 감
정을 유도하기 위해 조용한 새소리를 사용하였다. 조용한 새소리에 비해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을 때
N200 과 P300의 진폭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N200과 P300의 잠재기가 짧게 나타났다. 또한 조용한
새소리에 비해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을 때 오른쪽 전두엽의 활동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들
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청각적 자극이 전두엽에서의 EEG 비대칭성 및 N200, P300과 같은 ERP 요
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1. 서론

시간해상도를 가지므로 주의 혹은 감정의 빠른 반응

스트레스는 매일의 생활에서 흔하게 경험하며, 행복,

을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도구이다.

건강, 인지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정서에 관한 신경생리학적 연구의 주요 분야 중의

려져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주요 메커니즘이

하나가 반구특성화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반구가

나 신경학적 상호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부정적 정서와 철회 행동의 처리에 관련이 있는 반

고 있다 [1].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시험, 소음, 정신

면, 좌반구는 긍정적 정서와 접근관련 행동의 처리

작업 스트레스 등과 같은 스트레스 환경 하에서 뇌

에 보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7]. 특히

활동 패턴을 분석하여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한 객관

전전두엽 EEG alpha asymmetry 연구들은 전두엽이

적 지표를 찾는 연구들이 있다 [2, 3].

정서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많은 연구 결

몇 몇 연구들은 부정적인 사건이 자연발생적인 사

과들을 보여주었다 [8]. 이 연구들은 부정적인 분위

건이나 긍정적인 사건에 비해 더 빠르고 우세한 반

기 혹은 반응이 보다 큰 오른쪽 전전두엽 활동과 관

응을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4, 5, 6]. 이 연구들

련이 있는 반면, 긍정적인 분위기 혹은 반응은 보다

은 잠재적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중요한

큰 왼쪽 전전두엽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

정보이며, 위험하고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빠르고

다.

정확한 파악이 적응에 매우 유리하므로 빠르고 우세

본 논문에서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에

한 반응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들

대한 신경생리학적 반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은 ERP(Event Related Potentials)가 자극의 정서적

위해 청각적 자극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반영하는

인 면에 민감하다는 것을 나타내었으며, 긍정적인

ERP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에 대한 뇌 활동 패턴을

얼굴 자극에 비해 부정적인 얼굴 자극을 볼 때 ERP

반영하는 EEG alpha asymmetry를 사용하였으며,

진폭이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ERP는 높은

이를 통해 심리적 스트레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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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분의 평균 진폭과 피크 잠재기를 비교하였다.
또한

2. 실험방법 및 절차

전전두엽과

전두엽에서의

EEG

alpha

asymmetry 값을 구하기 위해 자극이 제시된 후 2

본 실험은 대학에 재학 중인 19명(17:남자, 3:여자,

초 동안 파워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하여 알파대역(8

평균연령: 25세)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

~ 13Hz) 파워 값을 계산한 후, F4 위치에서의 로그

며, 피험자들은 사전 조사를 통해 정신 질환 및 신

알파 파워에서 F3 위치의 로그 알파 파워를 뺀 값

경학적 장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피험자들은 모두

으로 구하였다. 또한 Fp1 위치에서의 로그 알파 파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실험 전 동의서를

워에서 Fp2 위치의 로그 알파 파워를 뺀 값으로 구

작성하였다.

하였다.

2.1. 실험절차

3. 결과

본 실험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부정적 정서를

3.1. 정서유형에 따른 ERP 반응

유도하기 위해 여자의 비명소리를 청각자극으로 사

본 논문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

용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고 긍정적 정서를

자의 비명소리를 청각 자극으로 사용하였으며, 자극

유도하기 위해 조용한 새소리를 청각자극으로 사용

이 제시되는 동안의 ERP N200과 P300 요소의 진폭

하였다.

청각자극으로 사용된 비명소리는 65 ~

과 지연시간을 분석하였다. [그림 1]은 각 피험자별

20000Hz 범위에서 -93 ~ -36 dB 세기로 제시되었

로 F4 위치에서 비명소리 자극과 새소리 자극에 대

으며, 새소리는 130 ~ 20000Hz 범위에서 -103 ~

해 N200과 P300의 진폭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56dB 세기로 제시되었다. 실험은 휴식기간(rest

[그림 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20명 중 17명

session)과 자극기간(stimulus session)으로 구성되

(85%)의 피험자들이 새소리에 비해 비명소리를 들

었으며, 휴식기간은 5분이다. 비명소리와 새소리는

었을 때 N200 진폭은 더 낮게 N300 더 높게 나타났

각각 3초간의 간격을 가지고 2초간씩 제시되었으며,

다.

총 30회 씩, 순서는 랜덤하게 제시되었다. 모든 피험
자들은 눈 움직임과 눈 깜박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눈을 감은 상태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2.2. EEG(Electroencephalogram) 측정 및 데이터
분석
EEG(Electroencephalography)는 실험 전 과정 동
안 측정되었다. 전극은 귓불을 포함하여 10-20방식
에 근거하여 부착하였다. 접지 전극은 뒷 목 가운데
부분(Iz)에 그리고 레퍼런스 전극은 왼쪽 귓볼(A1)
에 부착하였다. 눈 깜박임에 의한 잡음은 ICA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수정되었으며, 모든 전극의 임피던
스는 5kΩ 미만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EEG 장비는
Laxtha LXE3208이며, 대역통과 필터는 0.1~100Hz,
샘플링율은 1000Hz이다. EEG 신호의 고역필터는

[그림 1] 청각적 자극 유형에 따른 F4위치에서의 N200, P300 진폭

0.5Hz, 저역필터는 100Hz이며, 60Hz 노치필터가 사
용되었다. ERP 파형은 베이스라인 조정 후 자극제

또한 [그림 2]는 각 피험자별로 F4 위치에서 비명

시 후 1초 동안 유발된 파형에 대해 평균화 과정을

소리 자극과 새소리 자극에 대해 N200과 P300의 지

수행하여 얻었다. 측정위치는 Fp1, Fp2, F3, F4 이

연시간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보

며,

측정위치에서의

여주는 바와 같이 새소리에 비해 비명소리를 들었을

N200(150~250ms 사이에서 발생되는 음의 피크),

때 N200과 P300의 지연시간이 대부분 빠르게 나타

P300(250~350ms 사이에서 발생되는 양의 피크) 성

났다. 이 결과들은 긍정적 정서에 비해 부정적 정서

자극이

제시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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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더 빠르고 우세하게 반응한다는 기존의 연

보다 큰 RFA와 좀 더 빠르고 뚜렷한 ERP N200과

구결과와 일치한다.

P300 요소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깊으며, 스트레
스 반응을 반영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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