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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XR 콘텐츠나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향 자극의 종류를 고찰하고, 청각 자극 기반의 감성 유발이 뇌과학
적으로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외부 청각자극, 감성변화 및 뇌연결성의 상관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XR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을 제고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반 개인 맞춤형 사운드 트랙 제공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짧
은 음향자극으로 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여 청각자극에 의해 유발된 각성상태에서 우측 전두엽이나 전두엽, 두정엽, 후두
엽 네트워크에서 뇌의 기능적 연결성이 강화되고 이완시에는 상반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보다
입체적인 XR 상호작용 경험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XR 인지수용성을 제고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초실감 XR 사운
드 바이오피드백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reviewed and discussed whether auditory stimuli with short length can evoke emotion-related neurological 
responses. The findings implicate that if personalized sound tracks are provided to XR users based on machine learning or 
probability network models, user experiences in XR environment can be enhanced. We also investigated that the arousal-relaxed 
factor evoked by short auditory sound can make distinct patterns in functional connectivity characterized from background EEG 
signals. We found that coherence in the right hemisphere increases in sound-evoked arousal state, and vice versa in relaxed state. 
Our findings can be practically utilized in developing XR sound bio-feedback system which can provide preference sound to users 
for highly immersive XR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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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기존 SNS 플랫폼이나 온라인 게임 플랫폼의 형태

에 공간이동, 인터페이스 및 태스크의 자유도가 크게 강화

되고 사용자 수익모델(User-Created Business Model)이 플

랫폼 내에 존재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다. 메
타버스 플랫폼 사용자는 자신을 대표하는 아바타를 만들고, 
다양한 인터페이스(음성, 영상 및 감각센서 등)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을 창출하고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제페토, 로블

록스,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는 자신만의 특성화된 공간이나 게임을 만

들어 다양한 사람과 인터랙션하며 자유롭게 게임을 하고

여가를 즐긴다. 가상랜드를 사서 자신만의 건물을 짓고 수

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과거

세컨드 라이프, 소셜 VR 플랫폼인 VR Chat, High Fidelity 

등 유사한 플랫폼들이 존재하였으나 PC 또는 VR 디바이스

기반의 접속 자유도의 한계와 콘텐츠 부족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메타버스에 접속

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이 스마트폰이 되면서, 페이스북이

나 트위터처럼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빠른 연결

성이 확보되어 일별 활동 사용자(Daily Active User)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태더링 폼팩터인 애플

AR 글래스 출시 기대감과 공간컴퓨팅(Spatial Computing)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메타버스 플랫폼의 실재감과몰입감

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2].
메타버스의 발전가능성 및 특정 디바이스에 종속되지않

는 최근의 XR(eXtended Reality or Cross Reality) 기술 및

플랫폼 트렌드에 따라 메타버스 교육·미디어 콘텐츠 및 사

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진행되고 있다[3-5]. 
Huang[3]은 50명의 산업디자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3D 
모델링 콘텐츠의 교육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콘

그림 2. 바르요의초고해상도 HMD인 Aero와결합된뇌-컴퓨터인터페이스 (Galea) (그림출처: https://varjo.com/company-news/openbci-
and-varjo-partner-to-bring-neurotechnology-to-spatial-computing) 
Fig. 2. Galea brain-computer interface integrated with Varjo’s Aero HMD 

그림 1. DeepMotion이 개발한 Animate 3D : Full-Body & Face AI 캡쳐 기술 (그림 출처: https://www.deepmotion.com/animate-3d) 
Fig. 1. Animate 3D technique including full-body and face AI capture developed by Deep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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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시스템 사용성평가 점수와

3D 모델링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 정량평가 결과, 
인터랙티브 퀄리티, 동적 호환성, 몰입감이 가상현실 공간

의 3D 모델링 학습효과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

다. 이를 기반으로, 가상현실 교육콘텐츠 인터페이스 디자

인 개선에 기여하였다. Xing[4]은웹 XR 환경에서의 콘텐츠

사용성평가 연구를 수행하여, 웹 X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3D UI 프
레임워크는 메인 콘텐츠, 스크롤바, 네비게이션 3D 레이아

웃이핸드 제스쳐기반으로 네츄럴하게 구성되어 XR 환경

에서의 Web 검색의 인터페이스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DeepMotion[5]은 최근 모션센서가 부착된슈트나 하드웨어

없이 카메라 기반의 AI 풀바디 모션 캡쳐 기술(그림 1)을
개발하여 XR 사용자 인터랙션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바르요(Varjo)와 OpenBCI[6]는 최근파트너십을 체

결하고 사용자의 광혈류반응, 피부전도도, 근전도, 안전도

및 뇌전도를 동시에 측정하고, 이를 고해상도 HMD에 연동

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기이자 플랫

폼인 Galea(그림 2) 베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XR 초기

시장이 형성된 이후 최근까지 XR 콘텐츠 및 인터페이스

관련연구는 주로 시각 자극에 기반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XR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을 제고하고많은 사용자를

인입시키기 위해 중요한 요인 중하나는 XR 콘텐츠 및 인

터페이스의몰입감과 실재감이다. 시각자극 기반의 콘텐츠

이외에도 효과적으로 몰입감과 실재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청각 자극(Auditory Sound)이 있으며, 인간의 인지

조절기능(Cognitive Control System)에중요한역할을 한다

는 것이 알려져 있다[7]. 미디어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청각

자극을 이용하여 감성을 유발하거나 몰입감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연구들은 실험참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인터뷰에 의존하

고 있어, 음향 자극과 평가 시간의 간극(기억과 경험의 간

극)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류를설명할 수없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기존의 2D, 3D 및 XR 콘텐츠에배경음악이나 효

과음을 대상으로 정성적 평가를 한 연구들은 존재하나, 이
러한 청각 자극이 실제로 인간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뇌과학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또
한 짧은 음향자극만으로도 감성을 실효적으로 분류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체계적 고찰도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

성차원의 두축인 각성/이완(Arousal)과쾌-불쾌(Valence)를
유발하는 음향 자극과 이러한 자극이 실제로 감성을 효과

적으로 유발하고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근 뇌 기능

연결성 분석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관련실험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XR 미디어 환경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청각자극 기반의 감성자극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체계적 문헌 고찰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논문 제목

에서 다음의 1차키워드(sound or "auditory stimuli" or mu-
sic or "auditory sound" or acoustic or auditory)를 사용하여

373,062개의 논문을검색하였다. 결과범위 재설정 검색란

에서 다음의 2차키워드(emotion or affect or arousal or re-
lax and eeg and brainwave and evoked-potential and fMRI)
를 사용하여 9,635개의 논문으로 필터링하였다. 이후 출판

연도를 2021년 이후로 제한하여 1,306개의 논문으로 축소

하였다. 해당논문의 초록과 연구 방법부분을 상세히검토

하여 짧은 음향자극, 감성 및 뇌연결성을 정확히포함하는

일부 연구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 fMRI 기반 감성 유발 음향 활용 연구

음악에 대한 인간의 관심과 반응은미학적 경험으로부터

유래되고, 특정 음향 특성(Acoustic Feature)은 인간의 기본

감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8]. Putkinen[8]은

20~57세남녀 102명을 대상으로 18개 기악사운드 트랙(바
이올린, 피아노 및 락기타 음악 등으로 구성)으로 행복감

(Happiness), 슬픔(Sadness), 두려움(Fear), 애착감(Tender- 
ness)을 유발하고 감성과 관련된 뇌 영역의 변화를 fMRI로
분석하였다. 사용된 사운드 트랙의 길이는 45초로 구성되

었다. 감성 분류를 위해 획득된 fMRI 데이터를 PyMVPA 
toolbox를 활용하여 Radial Basis Function (RBF) 커널 기

반의 서포트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 분류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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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으로 학습시키고, Leave-One-Out Cross Validation 
(LOOCV) 방식으로 분류기 성능을검증하였다. 또한 감성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편도체(Amygdala), 해마

(Hippocampus), 시상(Thalamus), 전-후측 대상회(Anterior 
and Posterior Cingulate), 운동보조영역(Supplementary Mo
tor Area), 중심전-후회(Precentral and Postcentral Gyri), 설
전부(Precuneus), 전두극(Frontal Pole), 청각피질(Auditory 
Cortex) 부분의 MRI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변량패턴 분석

(Multivariate pattern analysis)을 실시하고, 각 감성에 대한

뇌 영역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평균분류 정확도

는 49%로 보고 되었다(두려움 : 51%, 행복 : 45%, 슬픔 : 
53%, 애착감 48%). 이들의 주요 연구결과는 음악으로 유발

된 행복, 슬픔, 두려움, 애착감 등 기본 감성이 청각피질과

운동피질 영역에서 특정한 뇌신경 활동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비록높은 정확도의 분류 정확도가 보고되

진못했지만, 음악에 의해 유발된 감성과 관련된복잡한 뇌

신경활동이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해
당연구는 개인간 과거 경험과 기억에 대한 간극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악 사운드를 활용하였지만, 가사가 있는 대중

적인 음악이나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음악이 익숙하지 않

은 음악보다 뇌의 보상 회로(Reward Circuit)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Taruffi[9]는 21~34세남녀 24명을 대상으로 행복감과 슬

픔을 유발할 수 있는 기악과 클래식으로 이루어진 사운드

트랙을 들려주고, 공감과 관련된 뇌 영역의 변화를 fMRI로
분석하였다(사용된 음향 자극은 35~37초 및 1.18분~1.30분
길이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음향 자극의 리스트는 [10]의

Table S5와 S6 참조). 개인에게친숙한 음악은 사운드가 유

발하는 감성 관련 신경네트워크에 개인적 편차를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실험 전 사전조사를 통해 해당음악에친숙

한 사람은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fMRI 데이터와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에 의해평정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정서적 조절을 담당하는 복내측 전전두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과 사회적/감성적 행동에 관여하는 내측

안와전두엽(Medial Orbitofrontal Cortex) 부분이 더욱 활성

화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또한 밝은 음악(Happy Music)
보다 슬픈음악(Sad Music)을 들을때, 통합 의식, 공감 및

감정반응등을조절하는배내측 전전두피질(Dorsomedial P
refrontal Cortex), 일차시각피질(Primary Visual Cortex), 양
측 대상핵(Bilateral Claustrum), 조가비핵(Putamen) 및 소

뇌(Cerebellum)간에 기능적 연결성(Functional Connectivit
y)이 강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3). 해당 연구결과에

서 일차 시각피질이 청각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것은 공감

에서 비롯되는 내인적 이미지화(Mental Imagery) 작용에

의해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fMRI 기반의 뇌-감성 연

결성 분석 연구는 특정 음향 자극에 반응하는 주요 뇌 영역

과 뇌 영역별 기능적 연결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그림 3. 슬픈음악청취시의기능적연결성활성화결과 (그림출처: Taruffi et al., 2021, Trait Empathy Shapes Neural Reponses Toward 
Sad Music Figure 2) 
Fig. 3. Results of functional connectivity while being exposed to sad music compared to happy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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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할 수 있다. 해당연구에서 증명된 개인의 공감능력

과 음악의 종류(Happy vs. Sad Music)에따라 뇌의 음악-공
감 네트워크로 명명되는 뇌 영역들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슬프고 서정적 느낌을 지닌 다양한 음향을 XR 
환경에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oelsch[11]도 20~34세 남녀 24명을 대상으로 즐거움

(Joy)과 두려움(Fear)을 유발할 수 있는 뮤지컬사운드 트랙

을 들려주고 관련 뇌 영역의 변화를 fMRI로 분석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즐거움감성 유발 음향 자극은 소울, 재즈, 
아일랜드 합주음악인 지그, 클래식, 남아메리카 음악, 발칸
음악으로 구성되었으며, 두려움 유발을 위한 감성 음향자

극은 서스펜스 영화, 비디오 게임의배경 사운드 트랙이 사

용되었다(세부 음향 자극 리스트는 [11]의 Table S1 참조). 
즐거움과 두려움유발을 위한 감성 음향 자극은 각각 6개의

사운드 트랙(각 사운드 트랙 길이 : 30초)이 사용되었다. 
Koelsch[11]의 연구는 즐거움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음향자

극에따른 뇌의 기능적 연결성의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두

종류의 음악을 순서대로 들려주는 방식으로 감성을 유발하

고 이때의 뇌 영역에서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외부자극이나 오감 및 사회적 감성을 경험하고 인식하

는데주요 기능을 하는 뇌섬엽(Insular Cortex) 부분과 정서

반응이나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대상피질(Cingulate Cortex)
, 주로 운동 영역에 관여하지만 음악의 비트와리듬에따라

반응하는 체성감각 피질(Somatosensory Cortex)과 전운동

피질(Premotor Cortex)이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그
림 4). 뇌의 운동영역이 음향 자극에 반응하는 이유는 음악

의 비트, 리듬 또는 악기의 구성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일

때 뇌 의식안에서 음악에 맞추어 신경세포가 싱크를 맞추

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공간해상도가매우높은 fMRI 연구에서, 긍정 감성과 부

정감성을 유발하는 짧은 음향만으로도 공감, 감성 및 시각/
운동 관련 뇌영역에서 유의한 활성화 패턴 차이가 관측되

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XR 인터페이스 환경은

몰입감과 실재감 등의 긍정 감성 요인이 많이 수반되지만, 

그림 4. 즐거움과 두려움 음악에 따른 뇌의 주요 영역의 활성화 차이 (30초 동안의 즐거움 음악 청취시와 30초 동안의 두려움 음악 청취간
뇌활성화 차이를 fMRI 다변량 패턴 분석으로 정량화) (그림 출처: Koelsch et al., 2021, Neocortical substrates of feelings evoked with 
music in the ACC, insula, and somatosensory cortex Figure 2) 
Fig. 4. Results of differences in functional connectivity as a function of joy and fear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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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의 HMD 또는글래스착용이나 콘텐츠 제작(시점

불일치 및 헤드-모션 Latency 차이 등)의 한계로 시각피로

나 영상멀미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인간의 감각 및 인지 체

계는선택적 주의(Top-down or Bottom-up Attention)에 의

해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멀티모달에 의한선택주의 메커

니즘을 유발한다면 일정 정도 시각피로나 영상멀미의 정도

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콘텐츠 분석도구나

멀미측정 정량화 도구[12]로 특정 시점의 콘텐츠 또는 인터

페이스가 주요 유발요인인 것으로 평가되었거나 주관평가

기반의 사용자 경험평가를 통해 특정 시점에 문제가 있다

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청각 자극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특정 멀미를 유발하는 다수의 시점에 청각 모달리티의

선택적 주의 메커니즘을 자극하여 멀미를 상쇄할 수 있

는 시나리오에 적합한 음향자극을 포함시켜 사용자 경험

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가상현실

멀미를 저하시킬 수도 있고, 몰입감을 극대화 하여 XR 
사용자 경험의 가치를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

다.

2. 뇌파 기반 감성 유발 음향 활용 연구

뇌파는 fMRI처럼 공간해상도가 높지는 않지만 시간의

흐름에따라 뇌 활동 변화를 정량화할 수 있는 주요 측정방

그림 5. 음악을 들으면서 악보를 읽을 때와 촉각 메트로놈 보조 기구를 통해 악보의 선율을 상상할 때의 뇌파 반응 비교 (그림 출처: Marion 
et al., 2021, The Music of Silence: Part I: Responses to Musical Imagery Encode Melodic Expectations and Acoustics Figure 4) 
Fig. 5. Comparison in brainwaves between reading music with listening to music and imagery task without listening to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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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 하나이다. 뇌영역의 수많은 뇌신경 세포의 전달과정

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의 흐름을 대뇌피질 또는 두피

에서 기록하는 방식이다. 뇌파는 크게 배경뇌파(Back- Gro
und Electroencephalogram)와 유발뇌파(Evoked Potential)
로 구분되며, 각각 저차원적 인지기능과 고차원적 인지기

능을 반영하는중요한 인덱스로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뇌파의 이러한 속성에 기반하여 짧은 음향자극

과 감성차원간 유의한 연결성을 보고하는 최근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Marion[13]은 평균나이 25세의 남녀 21명을 대

상으로 공감이라는 감성에 초점을 맞추어, 음악을듣는 도

중 음악적 시상에 대한 감성적 공감(음향 자극에 대한 상

상)의 영향을 64채널뇌파측정 장치로 분석하였다. 음향자

극으로는 30초 분량의선율적이고 다성적 화성으로 구성된

바흐 코랄(Bach Choral)이 사용되었다(BWV 349, BWV 
291, BWV 354, BWV 271). 실험참가자들은 악보를 읽으

면서 30초 동안 음향 자극을 들은 후, 음향없이 악보를 보

며 30초 동안해당선율을 상상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선율에 대한 상상동작을 자연스럽게 유발하기 위

해, 실제 음과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촉각자극기반

메트로놈(왼쪽 발목에 부착)을 활용하였다. 태스크 수행후

뇌파 분석결과, 음향 자극의선율에따른 상상이 배경뇌파

와 유발뇌파에서 유의하고 세밀한 패턴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음악을듣기만 할때와악보의선

율을 상상할 때 간에 유사한 뉴럴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그림 5).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음악적 상상은 뇌의 보상회로

와 감성적 기쁨및 도파민분비와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고, XR 환경에서 선율을 상상할 수 있는

태스크나 장치를 활용하여 적용한다면 XR 콘텐츠나 인터

랙션의 몰입감이나 긍정 감성의 사용자 경험을 유발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angnark[14]은 22~35세남여 20명을 대상으로 음악이 뇌

파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선호도 감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자 하였다. 선호 음악과 비선호 음악에 따른 뇌파 분류가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태국의 Top 200 주간 차트에

서 매주 20개의 음악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110개의 인기

태국가요를선정하여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110개의 가요

를 가사가 없는 멜로디 버전과 가사가 있는 가요버전으로

구분하고, 각 음악의첫번째코러스 부분을 동일하게 추출

하여 자극으로 사용하였다(각 조건의 자극의 길이 : 약
19~66초). 20명의 실험참가자를 5명씩 4그룹으로 분류하

고, 110개의 가요를 22곡씩 5세트로 분류한뒤실험참가자

의 각 그룹에 랜덤하게 할당하였다. 각 그룹은 랜덤하게 할

당된 22개의 가요를 멜로디 버전으로 먼저 들은 후 가요

버전에 노출되었다. 각 실험참가자들은 선호 음악에는 좋

아요 버튼을 누르고, 비선호 음악에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

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의 선호 음악과 비선호 음악을 표시

하였다. 선호도데이터 외에슬라이더 방식으로 -1에서 1로
각 음악에 대해 피드백 받은친숙감, 얼마나 빠르게 피드백

했는지의 지표인 반응시간 및배경뇌파데이터를 입력값으

로 서포트 벡터머신, 랜덤포레스트, k-최근접 이웃 알고리

즘을 활용하여 선호 음악과 비선호 음악에 대한 분류를 수

행하였다. 분류결과, 멜로디 버전과 가요 버전 각각에서 선

호 음악과 비선호 음악에 대한 높은 분류 정확도가 도출되

었다(랜덤포레스트, 멜로디 버전 : 80.08, 가요 버전 : 
84.64). 배경뇌파의 경우, 감정을 조절하고 관장하는 우반

구, 특히 우전두엽(Right Frontal Lobe)에서 유의한 패턴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에 대한 선호도, 친숙함
등이 뇌파에 명확한 패턴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악의 종류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감성이 유발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XR 환경에서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으로 특

정 사운드 트랙을 사용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로그 데이터 저장 파이프라인을 구축

한 뒤 해당 데이터를 학습시켜 개인맞춤형 사운드 트랙을

제공한다면 감성경험을 최적화하여 입체적 사용자 경험제

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방법에 방대한 DB 
기반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진 CNN, DNN 등 보다 넷플

릭스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에 적용되어 있는 사전확률

과 사후확률 기반의 기본적인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데이

터가 축적될수록 추천정확도 향상)를 활용한다면, XR 사
용자의 사운드 추천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음악

을 활용한 XR 사용자 감성경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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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뇌연결성 분석을 통한 청각 자극기반
감성분류 실험연구

1. 감성의 주요 차원과 뇌파 패턴간 연결성

감성을 추정하는 접근법은 크게 개별 감성 모델(Discrete 
Model)과차원 감성 모델(Dimensional Model)로 분류할 수

있다. 개별 감성 모델은행복, 슬픔, 놀람, 공포, 역겨움, 분
노 등의 기본 감성을 가지고 있고, 이외의 감성은 이러한

기본 감성들의 혼합적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고설명한다. 
차원 감성 모델은 감성에는 주요차원축이 존재하며, 이들

차원 축상에서의 각성-이완 정도와 쾌-불쾌정도의 조합에

의해 대부분의 감성이 표현 가능하다고설명한다[15]. 본 연

구에서는 청각자극에 대한 뇌파의 변화 패턴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주의집중을 인지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지를 사전

연구로서 테스트한다는 점에서, 감성 차원 모델의 대표적

인 Russell의 Circumplex Model의 각성(Arousal) 및 정서가

(Valence)의 2개 축 중 각성-이완 축만을 적용하였다.
전술한 바와같이 각성-이완축은차원 모델 연구에서중

요한 축이며, 각성-이완에 따른 뇌파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16-18]. Engelbregt[16]은 바이노럴 비트음

이선택적 주의 집중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배경뇌파의 감마파의 패턴 변화를 보고하였다. 제한적인

실험환경으로 인해 실험에서 사용된 40 Hz의 바이노럴 비

트와 유의한 뇌파 동기화(Brainwave Entrainment)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지만, 특정 주파수 영역의 청각자극과 청각

피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상올리브핵(Superior Olivary N
ucleus) 및 대뇌피질의배경뇌파간 강한 상관성을 시사하였

다. Park[17]은 1분 길이의 각성-이완, 쾌-불쾌, 레퍼런스(중
립) 감성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사운드 자극을 랜덤하게 제

시하여 감성축에 따라 뇌파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7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였다. 미세동공변화 패턴과 뇌

파변화를배경뇌파주파수 도메인에서 세분화하여 비교평

가한 결과, 각기 다른 사운드 자극에 따라 뇌파에서 구분

가능한 패턴이 관측되었다. Schmidt[18]는 237명이 사전에

감성차원에 대해평정한 4종류(각성-이완, 쾌-불쾌)의 클래

식 감성 사운드에 따라 영역별 배경뇌파의 패턴이 다른지

를 5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조사하였다. 그 결과, 긍정감

성의 각성시에는 우전두엽 대비 좌전두엽에서 배경뇌파의

알파파가 활성화되고, 부정감성의 이완시에는좌전두엽 대

비 우전두엽에서 알파파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전두엽 등의국부적 뇌 영역에

대한 배경뇌파의 패턴을 집중적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기존연구 결과에 근거하되 사운드 자극에 대해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뇌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지의 여부를 추가

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감각신경로에서 전달

된 수많은 정보들은 연합영역을 거쳐 대뇌 피질의 감각처

리 영역에 전달되는 뇌의 기능적 연결성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성과 이완시에도 유

의한 뇌의 기능적 연결성이 유발되는지를 분석하여 XR 환
경에서 긍정적 각성차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음향자극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자 한다.

2. 각성-이완 차원에 따른 뇌의 기능적 연결성 
실험

단순한 음향자극으로도 감성의 주요축인 각성축의 분류

가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전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XR HMD에 활용 가능한 측정방식인 뇌파

센서 측정 방식을 적용하였다. fMRI가 높은 공간해상도와

뇌기 세부 기능적 연결성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비가 벌키하고 고가인 점과 시간 해상도에 한계가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포터블한 측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시간의흐름에따라 뇌 활동 변화를 정량화할 수 있는 뇌파

측정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실험에는 평균연령 23.7세의

대학생 23명이참여하였다. 이완 상태를 유발하기 위한 음

향 자극은새소리, 물소리, 빗소리등 자연배경음과 화이트

노이즈가혼합된 2분 30초 분량의 음향이 사용되었다. 각성

상태를 유발하기 위한 음향 자극은 화이트 노이즈가 포함

되지않은 감마파대역의 바이노럴비트 효과가 있는 전자

기타 사운드가 활용되었다. 순서효과(Order Effect)를 최소

화하기 위해 각 피험자는 각조건의 음향을 랜덤한 순서로

2분 30초간 헤드폰으로 청취하였다. 자극의 이월효과

(Carryover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음향조건 사이에

는 1분의휴식을 두었다. 뇌파는국제 10-20 측정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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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F3, F4, T3, T4, P3, P4, O1, O2 지점에서 BIOPAC 
MP150과 EEG100C(BIOPAC Systems, Goleta, CA, 
United States) 8채널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배경뇌파의 코히어런스(Coherence) 분석의 경우, 뇌 영

역의 전체적인 연결성 패턴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의 목적과 부합한다. 이를 통해 각성과 이완 유발시에 
발생하는 뇌파의 활동 패턴과 뇌파의 기능적 연결성을 분

석하였다. 전술한 8개의 뇌파측정 지점의 2개 지점간 28개
(8C2)의 상호연결 패턴(EEG Coherence)을 분석하였다. 측
정된 각 지점의배경뇌파는 각 측정 지점간의 동기화된 정

도를 선행연구[19]를 참조하여 0과 1사이의 범위를 가진

EEG 코히어런스 값으로 정량화하였다. 코히어런스 값은

두 측정지점의배경뇌파주파수 패턴간의 동기화된 정도를

0에서 1사이의값으로 표현하며, 1에 가까울수록 두 측정지

점의 패턴 변화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EEG 코
히어런스 계산 수식은 식 (1)과 같다. 식 (1)에서 Rx(f)와
Ry(f)는 두 신호 각각의 스펙트럼 값이며, Rxy(f)는 두 신호

패턴의 크로스 스펙트럼 값을 의미한다. 

Coherence R ×R




(1)

스펙트럼 값은 EEG 데이터를 하기 간격의 슬라이딩 윈

도우를 적용한 고속 푸리에 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을 수행하여 추출하였다. FFT 수행시 LabVIEW 
2016(National Instruments, Austin, Texas, USA)의 Auto P
ower Spectrum Function을 사용하였다. 슬라이딩윈도우의

슬라이드 사이즈는 1600(4 sec.) 샘플, 슬라이드는 800(2 
sec.) 샘플을 적용하고, 0 Hz부터 50 Hz까지 2 Hz 간격으로

평균연산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로 인한

알파 인플레이션을 보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을 0.001 
(Rigorous Bonferroni Correction, 0.05/28)로 설정하여 통

계검정을 수행하였다. 표본데이터의 정규성(Normality) 가
정이 충족(p > 0.05)되어 Paired t-test를 수행한 결과, 이완

사운드 자극대비 각성 자극시 F3-O2 지점[t(22)=5.07, p 
<0.001]의베타파(24~26 Hz) 코히어런스값이 유의하게 증

그림 6. 각성-이완 음향 자극에 따른 뇌 연결성 변화 분석 결과
Fig. 6. Results of EEG functional connectivity between 8 recording electrodes as a function of arousal and relaxe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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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이완 사운드 자극시에는 F3-F4 지점[t(22)=5.76, 
p <0.001]의 베타파(24~26 Hz) 코히어런스 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각성, 이완 사운드 자극에따라 다양한 연결성

변화 패턴이 관측되었지만, 적은 표본 수와 엄격한 유의수

준을 적용하여 검정한 부분으로 인해 제한적인 통계적 유

의성만이 관측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각성과 이완 사운드 자극 시 유발되는 뇌

파의 기능적 연결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관련연

구들에서는 각성 또는 이완에 대한 뇌파의 국부적인 반응

만을 주로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뇌의 근본적인 기

능적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감성인지의 원천

적인 부분인 각성-이완의 뇌 기능적 연결성 분석을 통해 각

성 시 우반구의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하며, 이완 시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는 점을 관측하였다. 
각 뇌파측정지점에 대한코히어런스 분석결과, 그림 6에

서 보는 바와같이 각성음향 청취시에는 이전 연구와 동일

하게 우전두엽을중심으로 연결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관측

되었다. 반면 이완음향 청취시에는 우전두엽의 연결성이

감소하고, 일부배경뇌파 인덱스에서좌전두엽의 연결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알파파와 고베타파 대역에서

주로 관측되었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같이, 분석된 연결

성에서 각성과 이완음향에 따른 상반된 패턴을 추출하면

알파파 스펙트럼에서 우반구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의 연

결성은 각성 조건에서 증가하고, 이완 조건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알파파 뿐만 아니라, 
감마파 주파수 영역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성시에는 감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우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우두정엽과 우후두엽

의 각성상태 연결성이 강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음의 다양한 종류와 소리를 인지하는 방식

에 대한 다양한 개인의 학습방식, 경험의차이, 성별 및 연

령차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 해당 부분을 반영하여 감성 사운드 자

극에 대한 뇌의 기능적 활성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관측된 뇌 기능적 연결성은 센서티브

한 건식센서 기술과 딥러닝알고리즘으로 XR HMD 기기

그림 7. 각성-이완 음향 자극에 따른 주요 뇌 연결성 반대 패턴 추출 결과
Fig. 7. Extracted results of opposite EEG connectivity patterns between 8 recording electrodes as a function of arousal and relaxe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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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측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각성과 이완 상태

를 사운드 자극으로 유발한다면, 다양한 XR 태스크 상황에

서 사용자의 선택적 주의 및 안정 상태를 유도하여 태스크

퍼포먼스 향상과 감성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한 바이오 마

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본 고에서는 XR 콘텐츠나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향 자극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음향 자극들이 실효적으로 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

해 논의하였다. 내인적 요인에 의한조절외에 외부 자극에

따른 인지기능 및 감성상태 변화와의 상관성은 많은 연구

를 통해 증명되어져 왔다[20-26]. 본 연구는 외부 청각자극과

감성변화와의 상관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XR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을

제고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반 개인 맞춤형 사운드 트랙 제

공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시각 콘텐츠 평가 시스템처럼

청각 콘텐츠의 경우에도 좋아요 버튼이나 선호도 및 공감

도를평가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추가한다면, XR 환경의

사용자 경험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휴먼팩터를 선정하여 선택적 주의

메커니즘을 크로스 모달리티 측면에서 활용한다면 부정적

사용자 경험을 최소화하고, 몰입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

다. XR 상호작용의몰입도와 실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

각자극의 비트와 선율을 느낄 수 있는 적합한 보조장치를

개발하여 적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이를 기반으

로, XR 환경에서의 임장감 및 두려움(전투훈련극대화, 심
리치료, 게임몰입도 제고 등) 등의 감성을 적절히유발하여

입체적인 몰입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사용자

VoC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XR 콘
텐츠의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신규 사용자의

인입과 유료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구매의사(Willing to 
Pay)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판단된다. 감성적판단을 관

장하는 우반구에서 청각자극에 의한 유의한 뇌파 패턴이

관측된 것도 주목할만하다. 바르요의 Galea 프로젝트 등에

우측 전두엽이나 전두엽-두정엽 네트워크에서 측정되는 뇌

파 신호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딥러닝이나 기계

학습의 하이퍼파라미터를튜닝한다면, XR 청각 콘텐츠 서

비스 관점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는 사용자의 실시간 XR 상호작용 경험을 세밀하게 관리하

여 사용자의 XR 인지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 초실감 XR 사운드 바이오피드백 시스

템 개발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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