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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초음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뇌파 분석을 진행하여 파도소리에서 발
생되는 특정 초음파가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분석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파도소리
는 다른 자연의 소리에 비해 집중도와 긴장이완을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활용하여 파도소리를 녹음한 자연음악들이 심리치료나 재활치료 또는 학습에 활용하기도 하며 긴장
이완을 유도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주파수에 따라 델타파(Delta 1-3 Hz), 세타파(Theta 4-7 Hz),
알파파(Alpha 8-13 Hz), 베타파(Beta 14-30 Hz) 및 감마파(Gamma 30 Hz 이상)로 분류된다. 이번 실험
은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나온 알파파의 증가의 효과가 나타난 40khz의 특정 주파수만 따로 구
현하도록 하여 별도 기기로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핵심어 : 초음파, 알파파, 자연 소리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study the effect of ultrasonic waves on human body, and see analyzes
Examine ultrasound particular generated sound waves to promote the analysis of the electroencephalogram
how they affected the brain is significant. The sound of the waves, that the most effective in order to be
able to relax and degree of concentration as compared to the sounds of nature the other is known. It is
utilized for the purpose of inducing relaxation of tension natural music with the help of this, the recorded
sound waves to or utilize learning and rehabilitation and psychological therapy, with respect to the
frequency delta waves it is classified as gamma waves (Gamma30 Hz or more) - (7 Hz Theta4), alpha
wave (Alpha8-13 Hz), and beta waves (Beta14-30 Hz) (Delta1-3 Hz), sweater school. The present study, it
was to be implemented separately only a specific frequency 40khz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alpha waves
emerging from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related appeared,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and
produced by another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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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음파는 비가청영역에서 나는 사운드이며 일상생활에서는 들을 수 없다. 초음파는 인공적인 것
이 있고 자연발생적인 초음파들이 있는데 자연발생적인 것은 해안가의 파도소리 등이 대표적이다
(Tsutomu et al. 2000). 실제 이런 초음파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한 뇌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등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규명이 되거
나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다면 향후 다양한 응용제품개발과 의료기기 및 교육 분야에 활용될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뇌파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파도소리가 다른 자연의 소리에 비해 집중도와 긴
장이완을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활용하여 파도소리를 녹음한 자연음악
들이 심리치료나 재활치료 또는 학습에 활용하기도 하며 긴장이완을 유도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
다. 파도소리와 초음파에 관한 연구는 일본에서 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일본은 초음파를 과학
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뇌파나 PET 등 두뇌 생체정보를 주로 활용하였다 [1]. 뇌파는 뇌의 신경세
포의 활동에 따라 대뇌표면에서 측정되는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주파수에 따라 델타파(Delta 1-3
Hz), 세타파(Theta 4-7 Hz), 알파파(Alpha 8-13 Hz), 베타파(Beta 14-30 Hz) 및 감마파(Gamma 30
Hz 이상)로 분류된다. 델타파는 깊은 수면일 때 주로 발생된다. 세타파는 깊은 이완이나 수면일

때 주로 나타난다. 알파파는 이완 또는 집중할 때 나타난다. 알파파는 눈을 감고 이완된 각성상태
나 머리가 맑을 때 나타나며 또한 집중에 관여한다. 또한 알파파는 수행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기
억과제 수행에서 알파파 증가 범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집중력 향상과 기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장석우, 2011 재인용).
Yonezawa(1998)는 파도소리의 자연발생 초음파를 활용하여 실험하였다. 특히 100kHz까지 수록

가능한 특수 제작된 슈퍼 오디오 CD를 통해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결과, 파도소리에
초음파 성분이 들어간 자극이 알파파를 유의미하게 유도하였다. 이때 45kHz와 35kHz에서 55dB의
음압을 자극으로 할 때 알파파가 증가되는 효과를 얻었다.
비슷한 연구로 일본에서 최종인과 Hutta외 동료(2000)가 연구를 먼저 하였으며 초음파를 들었을
때 12개의 전극을 사용하여 뇌파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슈퍼오디오CD를 활용하여 긴장과 불
안, 우울과 낙담, 분노와 적의, 활기와 피로 및 혼란의 6가지 기분척도를 사용하여 감정변화에 대
한 적량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최종인과 Hutta(2000)의 연구 결과 70%이상이 알파파가 증가하였
다 [2].
또한 일본의 교토대 의대팀이 주축이 된 Tsutomu 외 동료들(2000)이 실제 파도소리 사운드에
초음파 영역을 추가한 장치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실제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하였
다. 28명의 일본인 지원자(19세에서 43세의남성 15명과 여성 13명)들이 EEG실험에 참가하였고 12
명의 지원자(19세에서 34세의 남성 8명과 여성 4명)들이 PET실험에 참가하였으며 26명의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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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서 31세의 남성 15명과 여성 11명)들은 실험에 참가하였다 [3]. 특히 초음파 발생을 위해 초

음파기기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뇌파실험의 결과는 초음파와 파도소리를 함께 들려준 것이
초음파 단독이나 파도소리만 들려준 것보다 후두부에서 알파파가 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Tsutomu외 동료들(2000)은 순수하게 초음파나 파도소리보다 파도소리와
초음파가 합쳐진 구간이 훨씬 알파파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4].
이번 실험의 목적은 파도소리에서 발생되는 특정 초음파가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연구된 방법과 달리 초음파기기를 별도로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이
번 실험은 앞선 실험에서 알파파의 증가의 효과가 나타난 40khz의 특정 주파수만 따로 구현하도
록 하여 별도 기기로 제작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초음파 발생기기 제작
이번 실험은 앞선 실험에서 알파파의 증가의 효과가 나타난 특정 주파수만 따로 구현하도록 하
여 그림1과 같이 별도 기기로 제작하였고 40kHz의 초음파를 발생하는 초음파 발생부를 통해 뇌파
의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림 1] 초음파 발생장치
[Fig. 1] Hypersonic generator

2.2 실험 참가자
19세~59세 이하의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 실험 내용 설명

을 이해한 후 본인에 의해 참여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승인을 받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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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방법
뇌파는 전산화 뇌파측정기인 QEEG-8(Laxtha, Inc, Kore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10/20 국제전
극배치법에 의해 Fp1, Fp2, F3, F4, T3, T4, O1, O2 의 총 8개 전극을 부착하였다. <표1>에서 60명
의 연구대상자 중 초음파가 들어간 실험집단과 초음파가 들어가지 않은 두 집단으로 무작위로 구
분하였고 이후 집단별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실험군과 대조군 실험방법
[Fig. 1] Experiment way with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인원

자극 내용

실험 집단

30명

1.초음파 단독(5분)
2.초음파+파도소리(5분)

통제 집단

30명

1.무음(5분)
2.파도소리(5분)

3. 연구 결과
파도소리만 들려준 통제집단과 파도소리와 초음파를 동시에 들려준 실험집단간의 ANOVA 분석
을 하였고 뇌파의 8개 채널을 모두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Fp1과 Fp2에서는 알파파의 상대파워가
두 집단 간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알파파 크기의 비교에서는 파도소리만 들려준 통제집단보다
초음파와 파도소리를 동시에 들려준 것에 비해 Fp1,과 Fp2에서 알파파가 증가하였다.
이 때 Fp1과 Fp2의 유의확률은 .002와 .030으로 유의확률(.05)보다 낮으므로 두 집단 간의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정서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에서 초음파와 파도소리 초음파에
대한 반응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채널에는 알파파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로 전두
엽과 전전두엽은 알파파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무음(통제집단)과 초음파(실험집단)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전전두엽에서 나타났다. Fp1, Fp2에
서 유의확률 .01과 .019로(<.05)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무음보다
초음파에서 전전두엽의 알파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음파는 가청주파수를 넘으며 가장 알파파 유도가 높다는 40kHz를 주로
사용하였다. 초음파를 사용한 실험집단과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실험하였고 실
험대상자는 건강한 남녀 성인 20세부터 59세까지 30명씩 총 60명이 참여하였다. 실험을 통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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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결과를 얻은 부분은 전전두엽부분이었다. 알파파는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초음파가
감정과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에서 뇌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
적인 초음파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채널에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집중과 이완에 관여하는 알파파를 높여주는 초음파기기를 통해 실생
활에 응용한다면 향후 집중력 향상제품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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