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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간의 뇌의 작동원리를 활용한 차세대 AI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부상하면서
뇌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뇌의 원리를 활

용하는 시대로 도약하고 있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에서 발표한 뇌 연구 혁신 2030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인
지 정보를 활용하여 교육과 같은 실용적인 응용 분야
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뇌의

음악적 자극과 수학적 과제 유형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뇌파분석

정유라*ㆍ장윤석**

EEG Signal Analysis on Correlation
between Mathematical Task Type and Musical Stimuli

Yu-Ra Jung*ㆍYun-Seok Jang**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학적 과제 유형에 따라 음악적 자극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뇌파 측정을 통해 분석하

였다. 음악적 자극은 선호 음악과 비선호 음악, 수학적 과제는 암기형과 절차형의 과제로 구분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뇌파 실험에서 계측한 데이터를 인간의 집중과 관련이 있는 세타파, SMR파 및 중간베타파로 구분

하여 상대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에서는 수학적 과제의 유형과 관계없이 음

악적 자극이 주어진 상황 중 선호하는 음악이 주어졌을 때의 파워가 더 높게 관측되었고, 선호하는 음악이 무

음악과 비선호 음악이 주어진 상황보다 과제 해결 시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effects of musical stimuli on humans in performing mathematical tasks through EEG
measurements. The musical stimuli were divided into preferred music and non-preferred music, and mathematical tasks
were divided into memorization task and procedure task. The data measured in the EEG experiments was divided into
frequency bands of Theta, SMR, and Mid-beta because of the concentration. In our results, preferred music causes
more positive emotional response than no music and non-preferred music regardless of the type of mathematical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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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뇌 기반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1].
교육에 있어서 청각자료는 시각정보와 함께 사용빈

도가 높은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특정 교사
의 음성이 좋아서 성적이 향상된 사례가 존재하며, 호
루라기 소리로 체조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사
용되고 있다[2]. 이처럼 학습자의 학습상황에서 음악
과 같은 청각 자극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이 존재한다. 한 연구에서 바로크 시대의 기악곡을
배경음악으로 활용한 외국어 어휘력 수업에서 학습
속도와 기억력이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3]. 따라서
국내에서도 음악적 자극과 서술적 기억 관련 집중력
과의 상관성에 대한 뇌파분석[4], 명상음악 프로그램
을 적용한 교양교과 수업활동이 대학생들의 주의집중
력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5], 음악 빠르기에 대한
집중력의 차이 연구[6] 등 음악과 학습활동 시의 두뇌
활동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8]. 이와
같은 연구는 뇌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EEG(Electroencephalogram) 신호를

해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활동 시에 외부에
서 주어지는 청각자극에 대한 인간의 집중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음악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인 반응을 고려하여 청각자극으로 제시하는 음악은
피험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호 음악과 비선호 음악으
로 구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험자에게 부여하는
수학적 과제를 인지적 요구 수준에 따라 암기형 과제
와 절차형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청각
자극과 수학적 과제 모두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상황에서 뇌파 활성도의 변화 추이를 관측
하였다. 음악적 자극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두뇌활동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집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알려진 뇌파성분인 세타파(4∼7Hz), SMR
파(Sensori Motor Rhythm : 12∼15Hz), 중간베타파
(15∼18Hz)의 주파수 대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총 4가지의 학습 상황에서 뇌파를 계측하여 상대
파워 스펙트럼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2.1 음악적 자극 및 수학적 과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에게 음악적 자극을 제시하는

동시에 수학적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실험을 수행
한다. 정서에 영향을 주는 음악적 요소에는 리듬, 화
성, 선율 등이 있으며 음악이 지닌 구조와 에너지 성
향에 따라 사람을 각성시키거나 이완시키기도 한다
[9]. 하지만, 특정 장르나 유형의 음악이 모든 사람에
게 동일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Harrer에 의하면 음악에 대한 반응은 연령, 성별, 심
리적 상태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개인별 선호도나 취
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0]. 따라서 음악이 지닌
구조나 에너지와 더불어 개인의 선호도 역시 고려되
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음악적 자극은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된 피험자별 선호 음악과 이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는 비선호 음악으로 구분하였다.
선호 음악으로는 발라드 계열의 가요가 사용되었고,
비선호 음악으로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음악으
로 인식되어있는 프리재즈 음악이 사용되었다. 음악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개인적인 음악에 대한 경험 및
취향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호 음악의 경우
사전질문을 통해 피험자에 따라 선호하는 음악을 선
택하게 하여 개인별 선호 음악을 각각 제시하였다.
피험자에게 부여하는 과제는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인지적 사고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 2가지 유
형의 수학적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는 Stein에 의해
정의되어있는 것으로, 수학적 과제 유형 중 이전에 학
습한 규칙을 단순히 재생하여 풀 수 있는 과제인 암
기형 과제와 개념원리를 이해해야만 절차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형 과제로 구분한 것이다
[11]. 암기형 과제와 절차형 과제는 시중에 출판되는
2009년 개정된 중학교 수학 교육 과정의 문제집에서
수학적 과제 유형에 따라 발췌하여 출제되었다.

2.2 EEG 신호 계측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각 자극 제시에 문제가 없으며,

인지적 및 정신적 병력이 없는 건강한 만 19세에서
23세 사이의 남자 6명, 여자 6명 총 12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EEG 신호는 LAXTHA의 WEEG-32에
의해 측정되었고, 소프트웨어 Telescan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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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계측된 뇌파 데이터는 CDF파일을 TXT
파일로 변환하여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피험자의 뇌파 측정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 된 10-20 국제 전극배치법을 사용하여 뇌파 전
극을 부착하는 위치를 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그림
1과 같이 , , , , , , , 의 위치

에 총 8개의 채널로 피험자의 뇌파를 계측하였다.

그림 1. 뇌파계측시 사용된 전극의 위치
Fig. 1 Electrodes location used for EEG

measurement

피험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뇌파를 계측
하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은 순서에 따라 뇌파 계측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 뇌파 실험 수행 과정
Fig. 2 Process of EEG signal experiments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피험자들에게 선호하는 음악
의 종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발라드 계열의 음악
을 선호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피험자별로 선호하는
발라드 계열의 음악을 조사하여 피험자별 선호음악으
로 각각 준비하였다. 실험 중에는 움직임에 의한 잡음
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제 해결 목적 이외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자제하도록 요구하였다. 피험자들에게는 먼
저 인지적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학적 과제
인 암기형 과제를 제시하여 음악이 주어지지 않은 상
황에서 3분간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비
선호 음악 및 선호 음악의 순서에 따라 3분 동안 각
각의 음악적 자극을 제시한 상황에서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수
학적 과제를 절차형 과제로 바꾸어 제시한 상황에서
뇌파 계측 실험을 수행하였다. 하나의 수학적 과제 유
형당 실험시간은 9분이며, 두 가지 종류의 수학적 과
제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실험은 총 18분 동안 실시하
였다.
피험자들이 실험 외의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과제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뇌파 계측 실험을 하였으며, 청각자극은 헤드폰을 통
해서 각각의 피험자에게 제시되었다.

2.3 EEG 신호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은 순서로 실험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계측된 피험자의 뇌파를 상대 파워 스
펙트럼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을 기본적인 분석방
법으로 사용하였다. 청각 자극이 제시되는 환경에서 2
가지 유형의 수학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중 측정된
피험자의 뇌파는 FFT(Fast Fourier Transform)을 이
용하여, 4∼7Hz의 세타파, 12∼15Hz의 SMR(Sensori
Motor Rhythm)파, 15∼18Hz의 중간베타파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전술한 3가지 주파수 대역의 뇌파 성
분을 선정한 이유는 인간의 집중도와 가장 관련이 있
는 주파수 대역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수학 과제 수행
시 집중과 관련한 뇌파의 활성도를 관측하기 위함이
다. 각각의 대역으로 구분된 신호는 채널별로 전체 주
파수 영역의 파워에 대한 각 주파수 대역 성분의 파
워의 비로 정의되는 상대 파워 스펙트럼으로 분석하
여, 식 (1)과 같은 평균 파워 스펙트럼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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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평균 파워 스펙트럼,  는 채널

별 상대 파워 스펙트럼이며, N은 뇌파계측에 사용된
채널수를 나타낸다.

Ⅲ. 연구 결과

그림 3, 4 및 5는 각각 세타파, SMR파, 중간베타파
의 평균 파워 스펙트럼을 음악적 자극 제시 상황에
따라 무음악, 비선호 음악 및 선호 음악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a)는 암기형
과제를 부여한 경우이고, (b)는 절차형 과제를 부여한
경우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세타파 평균파워의 비교
Fig. 3 Comparison of Theta wave

average power

그림 4. SMR파 평균파워의 비교
Fig. 4 Comparison of SMR wave

average power

그림 5. 중간베타파 평균파워의 비교
Fig. 5 Comparison of Mid-beta wave

averag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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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및 5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선
호 음악과 비선호 음악이 음악적 자극으로 제시되는
경우, 암기형 과제와 절차형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
황 모두에서 선호 음악을 제시한 경우의 파워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음악적 선호
도에 따라 선호 음악이 비선호 음악보다 인간에게 보
다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악적 자극이 제시
되지 않은 상황보다 선호 및 비선호 음악과 같은 음
악적 자극을 제시한 상황의 평균 파워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즉, 어떤 유형의 음악을 청취하던지 음악적
자극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수학적 과제를 해결
하려고 할 때의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현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6. 평균 정답률의 비교
Fig. 6 Comparison of average correct

answer rate

피험자들의 과제에 대한 집중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이 제출한 답안에서 정답으로 처리되는 확률
을 관찰하였다. 그림 6은 음악적 자극 제시 상황에 따
라 무음악, 비선호 음악 및 선호 음악으로 구분하여 피
험자들이 해결한 수학적 과제의 정답률을 비교한 결과
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a)는 암기형 과제를 부여한
경우이고, (b)는 절차형 과제를 부여한 경우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의 결과에서는 암기형
과제의 경우에는 비선호 음악과 선호 음악이 제시된
경우의 정답률은 각각 65.7%, 72%이며, 절차형 과제의
경우에는 비선호 음악과 선호 음악이 제시된 경우의
정답률이 각각 34.6%, 60%로 나타났다. 즉 수학적 과
제 유형에 관계없이 음악적 자극이 선호 음악으로 주
어지는 경우의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 자극이 수학적 과제 수행 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뇌파 측정을 통해 분석한 결
과를 제시하였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호 음악과 비
선호 음악으로 구분하여 음악적 자극을 제시하고, 암
기형과 절차형으로 구분된 수학적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뇌파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또한 계측한 EEG
신호 중 인간의 집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분인
세타파, SMR파, 중간베타파의 주파수 대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뇌파를 분석한 결과이기도 하다.
실험 결과에서 수학적 과제로 부여된 암기형 및 절

차형 과제 모두에서 피험자가 선호하는 음악을 음악
적 자극으로 제시하였을 때가 비선호 음악의 경우보
다 세타파, SMR파 및 중간베타파 모두에서 평균 파
워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관측하였다. 또한 음악
적 자극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상항에서의
인간의 집중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자극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과 선호 음악 및 비선호 음악을
음악적 자극으로 제시한 경우의 뇌파를 분석하여 비
교하였다. 그 결과, 선호도와는 상관없이 음악적 자극
이 주어진 경우가 음악적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보다 EEG 신호의 파워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
었다. 또한, 피험자별로 부여한 과제에 대한 정답률을
조사한 결과, 선호 음악을 제시한 경우의 정답률이 더
욱 높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활
동 시에는 선호 음악을 청취하는 것이 비선호 음악을
청취하는 것보다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아울러 음악이 있는
학습 상황이 음악이 없는 학습 상황보다 수학적 과제
에는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추정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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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음악이 있는 환
경 아울러 인간이 선호하는 음악이 주어진 상황에서
수학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집중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뇌파 분석 결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피험자 및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자극을 대상
으로 분석하여 음악적 영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자료
를 축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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