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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자이너의 인지적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디자인의 창의적 교육과 디자

인 과정의 체계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행위 분

석에 대표적 방법인 프로토콜 분석은 디자인 행위의 결과에 기초한 연구로 사후 

분석이자 연구자에 따라 코딩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를 가졌다. 디자인행위

에서 인지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뇌파(EEG) 측정, 자기공

명영상(fMRI), 양전자 단층촬영(PET) 등이 등장하면서, 여러 영역에서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을 실증적 규명하려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 뇌

파를 이용한 다수의 연구들은 디자인 대상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

하는 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다양한 분양에서 적용되고 있다. 디자이너가 정

보 유형에 따라 인지적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그리고 다른 전공자들과 정보처

리의 인지적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과정에 다루게 되는 데이터와 정보 유형들이 다

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추세에서 전공에 따라 수치, 문자, 시각정보 등 정보유형별

로 인지 과정에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전공별로 

이들 정보의 인지과정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다면 디자인 과정에서의 불연속과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단절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

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학과 인문학 전공자들과의 정보처리 특성과의 비

교를 통해 ‘디자이너’의 인지적 태도의 특성을 설명하고, 특정 정보에 따른 디자

인 전공자들의 인지적 태도의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문학전공자, 공학전공자, 디자인전공자들이 문자, 수치, 이미지 

등 세 가지 정보 중심의 과제를 수행할 때의 뇌파를 측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디자인, 인문학, 공학 등 3개 영역의 전공자 30명

을 대상으로 문자정보, 수치정보, 시각정보 처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

다. 뇌파 실험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언어능력, 수리·논리적성, 시각예술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특정 적성에 높은 피험자와 낮은 적성의 피험자들의 뇌파 

데이터를 비교하여, 제시된 과제에 대해 난이도를 평가하게 하여, 과제가 어렵다

고 평한 피험자 집단과 쉽다고 평가한 집단의 뇌파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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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수치, 시각 과제를 수행하는 피험자의 뇌파를 전전두엽,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8개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뇌파 측정값은 파워 스펙트럼 지수로 변환하

여 상대베타값, 상대감마값, 집중력지표, 인지부하지표(SEF 95%)로 분석하였다.

   실험을 통해 전공에 따라 수치, 문자, 시각정보처리에 있어 뇌파 지표의 차이

가 있음을 확인했다. 전공과 특정정보처리에 있어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으

며, 이러한 특성은 수치정보에서 가장 나타났으며 문자정보에 있어서 전공별 차

이가 가장 작았다. 문자정보에 훈련된 인문학 전공자는 문자과제에서 낮은 뇌파

지표를 보였으며, 수치정보에 익숙한 공학전공자는 수치과제에서 낮은 뇌파지표

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에 디자인전공자는 시각 정보에 훈련되고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시각과제에서 주요 뇌파지표가 높게 나타나 공학, 인문학 전공자와 같

이 뇌파지표와 전공과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적성점수와 난이도 평가는 피

험자수가 충분하지 않고 설문에 의한 결과로 신뢰성을 갖기 어려워 그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전공자들의 정보유형별 인지적 태도로 발견된 주요한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은 정보유형에 관계없이 시각적으

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익숙하고 훈련된 시각정보과제에서도 

어렵고 새로운 과제에서 반응하는 전전두엽에서 디자인전공자가 높은 뇌파 지표

를 보이고 있어 시각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 반응이 확인되었다. 둘째 디자인

전공의 피험자는 문자정보와 수치정보에 대해 인문학전공자와 공학전공자에 비

해 높은 뇌파활동의 지표를 보였다. 특히 수치정보를 대할 때 유의미한 차이의 

높은 뇌파 활성화가 나타나 수치정보와 수식에 대해 인지적으로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자인전공자들은 모든 유형에 정보에 대한 다른 전

공에 비해 높은 뇌파 활성화의 지표를 보였다. 이는 디자인전공자들의 적극적 문

제해결 태도로 볼 수 있으며, 우측 후두엽의 높은 뇌파 지표들은 이전 연구결과

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디자인 전공의 창의적 태도로 볼 수 있다. 

주요어 : 디자인인지, 정보처리, 뇌파, 디자인행위, 뇌가소성

학  번 : 2004-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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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디자인 과정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복합적인 사고를 통해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친다. 오늘날 제

품디자인 개발과정을 보면 사회문화 트렌드, 사용자 분석, 시장변화 등의 사회과

학적 분석과 기능, 구조, 생산 등의 공학에 기초한 논리적 문제해결 그리고 형

태, 색채, 질감, 이미지 등의 감성적, 예술적 창조 과정이 복합적으로 요구한다. 

대학에서의 디자인 전공의 교과과정을 보면 예술, 마케팅, 공학, 사회과학 등 디

자인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학문 영역의 전문지식들을 배우고 있어, 디자인이 다

학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자인의 영역이 서비스, 콘텐츠, 사회

문제해결 등으로 확대되면서 디자이너가 다루어야 하는 정보의 량과 유형이 크

게 변화하였으며, 디자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와 소통과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디자이너의 직무는 디자인 문제해결 또는 디

자인의 창조를 위해 조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문자(텍스트) 읽기, 제작과 생산을 위한 수치적 데이터 해석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와 정보를 함께 처리해야 것으로 확대되었다. 

    디자인의 독자적 연구 체계 정립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디자이너와 디자인 

연구자들은 다각도의 시도와 접근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사회 변화와 기

술 발전에 따라 디자인이 만들어온 방법들이 도전받고 함께 변화해 왔다. 1980

년대 이후 과학적 연구 방법이 디자인을 주도했다면, 2000년대 이후 디자인 연

구는 HCI의 성장으로 정성적 연구 방법이 강세를 보이는 추세이다. 특히 디자인

은 과학과 미술 사이의 간학문의 성격을 가지면서 디자인 연구와 개발에 이성과 

감성, 논리와 창의 등의 서로 상반된 접근법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 학문적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많은 디자인 연구와 개발 사례가 입증하듯 디자인에는 논리적 

조사 분석과 조형적, 감성적 표현이 동시에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사용해야 하는 기술과 어휘도 조형에서 문자, 수치로 확대되고 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데이터와 정보의 다양성은 

디자인 전문기업과 부서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자인 방법론과 프로세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디자인이 제품과 서비스 혁신에 핵심 요소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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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면서,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정보를 교환하고 협업해야 할 전문

가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디자인 개발 과정

을 보면 디자이너는 마케팅전문가, 사회과학 연구자, 인지과학자, 기구설계자, 생

산 엔지니어, 홍보 디렉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

업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다른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

는 디자인의 다학제적인 특성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 커뮤니

케이션에서 학문적 배경을 달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소통과 협업의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융합적 사고를 중시하지만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어휘(언어)와 

마케팅, 엔지니어, 사회과학자 등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제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각 분야가 지향하는 가치와 사고체

계가 다른 만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며 이는 전문 교육을 통해 해

당 영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전문성과 활용법도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보

인다. 디자인은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언어(문자), 수치(수식)의 데이터와 정보보

다는 시각적 언어, 조형적 기호들을 처리하는데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디자인전문교육기관의 디자인 교육 과정에서 조형, 이미지 등 시각적 언어

의 해석과 창조를 다루는 교육과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반증된다. 

    디자인은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그리고 만드는 등의 신체적 활

동이면서, 두뇌를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고도의 정신 활동이기도 하

다. 물리적 제작과 생산은 산업혁명 이후 제작과 생산은 기계가 담당하고 연산과 

표현은 디지털 기술이 대신할 수 있지만, 창조적인 사고 활동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디자이너는 의사소통, 추리, 비교, 

문제해결, 학습, 재인 등의 인지과정이 수반된다. 디자인이 조형의 결과물을 낳

기 위해 디자이너는 창조적 인지과정을 거치게 되며,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해석

하고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지과학이 등장한 이후 디자이너의 창조성을 

인지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되어 왔으며, 다수의 연

구들은 디자이너의 창조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의 뇌는 생각이나 활동 및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 뇌 스스로가 기능과 구

조를 변화시켜 사람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뇌 고유의 특성

을 ‘뇌가소성(Brain Plasticity)’라 하며, 이에 따라 인간의 뇌는 변화하는 조건이

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그 구조와 기능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재구조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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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전공별로 특정 정보와 과제를 다루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고 과정에 인지적 차이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디자이너는 조형과 시각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이를 통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다. 공학자들은 물리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도록 교육 받았으며, 인문학자들은 문자와 언어로 현상을 설

명하고 표현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과 훈련과정을 

가진 전문가들은 특정 정보와 과제 수행에 차별성을 보이는데, 디자이너의 차별

화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도 훈련과 교육이 결과인지 개인의 능력 차이에 

기인하는지는 창의성 논쟁에 중요한 화두였다.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인지적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디자인의 창의적 

교육과 디자인 과정의 체계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디

자이너의 인지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사용되어 온 프로토콜 분

석은 디자이너의 발화 및 행위 결과물에 코딩 체계(code scheme)를 적용한 것이

다. 프로토콜 분석은 디자인 행위의 결과에 기초한 연구로 사후 분석이자 연구자

에 따라 코딩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를 가졌다. 디자이너가 정보해석과 문

제해결을 디자인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된 것이 뇌

의 활동을 전기신호와 영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디지털영상기술의 진

보로 인간이 외부 자극에 대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와 분석 기술이 등장하면서, 여러 영역에서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을 실

증적 규명하려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뇌파(EEG) 측정, 자기공명영상(fMRI), 

양전자 단층촬영(PET) 등 인간의 뇌 활동을 볼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이 개발되면

서, 이들 기술을 활용하여 디자인 인지 작용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 

    외부 신호에 뇌가 반응할 때 나타나는 파형을 분석한 뇌파 측정은 인지적 

반응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의 디자인 

선호도, 심리적 반응 등 조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뇌파 측정 실험은 디자인 

행위와 창조성 연구에 적용되어 디자이너와 일반인 사이의 디자인 과정의 뇌파 

비교, 디자인 단계별 디자이너의 인지 태도 분석,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디자이너의 반응 차이 연구 등이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 뇌파를 이용한 다수의 

연구들은 디자인 대상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지에 대한 연구

는 분야별로 많은 수로 진행된 반면에 디자이너가 정보 유형에 따라 인지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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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그리고 다른 전공자들과 정보처리의 인지적 태도가 어떻

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Yong Zeng(2010)은 실험자의 디자인 문제해결과정을 뇌파로 기록하여 디자

인과정의 인지작용을 뇌파로 분석할 수 있을 입증하였다. Sonia Vieira 등(2020)

은 기계공학자와 산업디자인에게 문제 해결(Problem-solving), 기초 배치 디자인

(Basic layout design), 자유 배치 디자인(Open layout design), 자유 스케치 디

자인(Open sketch design)과 같이 4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이 과정의 뇌파 변화

를 측정, 분석하였다. 

   Yong Zeng의 연구가 디자인 과정에 인지작용을 뇌파로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1명의 실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Alireza Mahdizadeh Hakak

의 연구는 가상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에 사람들이 인지적 반응 차이를 규명한 

것으로 시각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Sonia Vieira 등(2020)의 연구는 전문성

을 달리하는 공학자와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때의 인

지 작용을 비교하였으나 문제해결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과 같이 디자

인 문제 해결 및 창조과정에서 뇌파 측정 실험을 통해 디자인의 인지 과정을 밝

히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 개발 과정에 디자이너가 처리해야 하는 문자정보, 수치정보, 

시각정보 등 데이터와 정보 유형에 따른 인지활동 연구는 한정적이다. 디자이너

들이 정보유형별에 따른 인지적 행태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한다면, 디자

이너의 교육, 훈련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체계 형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뇌파(EEG) 측정법은 디자인 과정의 인지

활동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연구 방법임을 관련 선행 연구들은 입

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과정에 다루게 되는 데이터와 정보 유형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추세에서 각 정보 유형이 전공에 따라 인지 과정에 어떻

게 다른지를 규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전공별로 이들 데이터의 인지과

정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다면 디자인 과정에서의 불연속과 디자인 커뮤니케이

션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단절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정보유형에 따른 처리특성을 다른 전문영역의 전공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 차이가 전공에 따라 크게 나타나는지 또는 개인적 

적성에 따라 크게 나타나는지를 밝힐 수 있다면, 이를 디자인 교육과 훈련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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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학과 인문학 전공자들과의 정보처리 특성과

의 비교를 통해 ‘디자이너’의 인지적 태도의 특성을 설명하고, 특정 정보에 따른 

디자인 전공자들의 인지적 태도의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뇌파를 활용한 

인지실험 및 데이터 해석 방법을 제시하여 인지과학에 기초한 실험 연구의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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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인문학전공자, 공학전공자, 디자인전공자들이 문자, 수치, 이미지 등 

세 가지 정보 중심의 과제를 수행할 때의 뇌파를 측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디자이너의 정보처리에 있어 인지적 특성과 

다른 전공과의 차이점을 규명함으로써 디자인 행위에서 정보 인지 특성을 밝히

고자 한다.

   상기의 연구 목적 아래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디자

인, 인문학, 공학 등 3개 영역의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문자정보, 수치정보, 시각

정보 처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다. 디자인, 공학, 인문학 전공자에게 동

일한 문자, 수치, 이미지 정보 기반의 과제를 수행할 때의 뇌파 특성을 비교함으

로써 각 전문영역이 특정 유형의 정보처리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

   둘째 디자인, 공학, 인문학 전공자들이 문자, 수치, 이미지 등 세 가지 정보처

리에 있어 뇌파 차이가 훈련된 학문 특성(전공)에 의한 것인지 개인별 차이에 의

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뇌파 실험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언어능력, 수리·논리적

성, 시각예술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특정 적성에 높은 피험자와 낮은 적성

의 피험자들의 뇌파 데이터를 비교하여, 개인별 적성이 문자, 수치, 이미지 등 

각각의 정보처리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피험자들에게 뇌파 실험을 마치고 제시된 과제에 대해 난이도를 평가하

게 하여, 과제가 어렵다고 평한 피험자 집단과 쉽다고 평가한 집단의 뇌파의 차

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전공별로 피험자들이 과제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비교하여, 과제 난이도에 따른 피험자의 뇌파 특

성을 비교 분석한다.   

   넷째 상기의 뇌파 측정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해 디자인, 공학, 인문학 전공

자들의 정보처리과정에 차이를 확인하고 가추법(假推法, 가설추리법, Abduction)

을 활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해 전공별로 차이의 원인을 유추하도록 한다. 뇌신경

과학과 인지과학의 선행 연구물에서 제시된 이론들과 본 실험의 결과를 상호 분

석하여 피험자들의 전공과 정보처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추론하도록 한다. 

   넷째 인지과학과 뇌과학 등에서 사용되는 뇌파(뇌전도) 측정 실험을 디자인 

연구에 적용하여 실험 설계 및 분석 방법 등 디자인 실험연구의 모형을 제시하

도록 한다. 디자인 인지 연구에 있어 뇌파를 이용한 실험 연구가 확대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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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실험 방법과 분석이 향후 관련 연구에 기초가 되도록 한

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문제 설정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이론 고찰을 위한 문헌 연구, 피험자의 과제 수행에 의한 실험 

연구, 측정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실험 결과 해석을 위한 가추법 연구로 구성된

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디자인 행위와 창조성 규명을 위한 디자인 인지의 선행연

구와 뇌파를 활용한 디자인 인지의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디자인 인지 측정 방

법 및 지금까지 밝혀진 디자이너의 정보처리의 차이와 특성을 정리하고, 선행연

구와 중복되지 않는 연구 대상, 방법, 문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디자인 프로세스

에 기초하여 디자이너가 다루어야 하는 정보 유형의 특성과 다른 전공자들의 협

업 내용과 정보 유형을 설명한다. 뇌파 실험을 위한 뇌파의 주요 이론 및 측정

된 뇌파 분석 방법에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한다. 신경생리학에서 병리학적 

관점으로 사용되는 뇌파와 분석 방법이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그 유효성이 확인된 뇌파들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실험연구는 디자인, 공학, 인문학 전공자 등 3개 실험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실험군에게 동일한 문자, 수치, 이미지 정보로 구성된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주

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피험자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측정 데이터를 파

워값으로 환산하여 분석한다. 신경생리학에서 사용되는 뇌파 분류법을 적용하여 

특정 뇌파의 점유 비율, 뇌파 측정 부위별 활성화 지수, 인지부하정도 등의 지표

로 뇌파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뇌파실험에 참가한 디자인, 공학, 인문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학문영역별 적

성과 능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실험 참가자들의 전공이 대학에서 결정되는 만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적성검사 방법을 적용하여 피험자들의 직업 적성

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careetnet)이 개발

한 적성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피험자의 적성을 평가한다. 전체 8개 평가항목 중 

언어능력, 수리•논리력, 예술시각능력에 대한 적성평가를 실시한다. 3개 적성평

가에서 적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뇌파 측정값을 비교하여 적성과 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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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인지적 태도의 관계를 살펴본다. 피험자들에게 세 가지 과제에 대한 난이도

를 평가하게 하여 각 과제별로 어렵다고 평가한 집단과 쉽다고 집단 사이에 뇌

파 측정값을 비교하여 특정 정보 유형의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인지적 태도를 설

명하도록 한다. 

   정보 유형에 따른 전공별 비교, 적성별 정보 유형의 뇌파측정 값 비교, 과제 

난이도에 따른 정보 유형별 뇌파 측정 비교 등 이상의 세 가지 뇌파 측정값 비

교 분석을 전공, 적성, 난이도, 그리고 정보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는 지를 살펴본다. 

   문자/수치/시각정보에 따른 정보처리 특성과 전공과의 차이를 각 전공의 학

문적 지향점, 교육 과정 및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학문적 태도 등 뇌의 가소성 

이론에 기초하여 규명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 사용하는 가추법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나 사실들을 관찰한 후에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관찰결과에 대한 잠재적 답을 추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실험결과와 전공, 적성검사, 난이도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다른 전공자들과 비교 관점에서 디자이너들의 정보처리 특성이 무엇인지 밝힌다.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연구결과를 활용한 향후 연구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

도록 한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인문학, 공학, 디자인 전공자들의 특정 정보를 처리할 때의 뇌파 특성

을 비교하여 디자이너의 정보 처리 인지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인지과

학과 뇌과학에 기초한 실험과 측정값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통제된 조건

에서의 실험과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디자인행위에 관여되는 인지는 디자이너, 디자인의 대상 및 디자인의 단계에 

따라 매우 다르며 인지행위도 함께 변화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대

상과 단계에 관계없이 특정 정보로 구성된 문제 해결과정으로 한정하였다. 정보

유형별로 피험자들의 전공에 따른 뇌파 특성 및 인지 태도의 차이를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하여, 피험자들의 과제 성공 여부는 평가하지 않았으며 특정 정보로 

구성된 과제를 수행할 때의 대한 뇌파 반응으로 실험 내용을 한정하였다.  디자

이너가 실제 디자인을 위해 다루어야 하는 정보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인문학·공학·디자인 전공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자와 문장, 수치와 수식,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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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로 한정하였다. 직업적성은 실험에 전공과 정보유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언어능력, 수리·논리적성, 시각예술적성으로 한정하였다. 과제의 난이도는 

제시된 과제를 진행한 후 피험자들이 주관적 평가로 측정하였다. 

    세 개 학문 영역의 실험 참여자는 연구 대상이 되는 문자를 주로 다루는 인

문학 전공, 수치적 논리를 핵심으로 하는 공학 전공, 디자인은 건축을 제외한 시

각, 제품, 공간디자인 전공으로 한정하였다. 전공별 피험자는 공개적으로 모집하

였으며, 각 전공에 대한 이해와 해장 전공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대학 2학년 

과정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3)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피험자들의 전공(인문학/공학/디자인)에 따라 특정 정보(문자/수치/

이미지) 과제 수행시 뇌파 측정값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피험자들의 개인별 적성에 따라 특정 정보(문자/수치/이미지) 과제 

수행시 뇌파 측정값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피험자들은 제시된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과제 수행시 뇌파 측정값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은 인문학, 공학, 디자인 등 피험자의 대학 전공에 따라 문자, 수치, 

이미지와 같은 특정 정보유형에 대해 인지적 반응의 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피험자로 3개 전공을 택한 이유는 이들 전공이 교과과정과 실무에서 문자, 

수치, 이미지 정보를 가장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 정보를 다루

는데 많은 훈련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뇌파 실험에 

피험자들에 주어진 문자정보 과제는 제공된 단어 카드를 조합하여 하나의 문장

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수치정보 과제로는 미완성된 산술식을 제시하고, 빈 칸에 

숫자를 넣어 수학적으로 완성된 등식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미지정보 과제는 9

개의 정사각형의 그림 조각을 3×3으로 조합하여 선과 색이 연결되는 하나의 그

림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문제 2는 특정정보처리의 인지적 차이와 개인별 능력(적성)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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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기 위한 것이다. 피험자들에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적성평가 조사법을 

활용하여 문자, 수치, 이미지를 다루는 적성(능력)과 관계되는 언어능력, 수리·논

리적성, 시각예술적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적성검사결과와 뇌파 측정 결과의 비

교를 통해, 정보유형에 따른 뇌파 특성이 개인의 특정 적성(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연구문제 3은 피험자가 느끼는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뇌파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각 전공별로 문자과제, 수치과제, 이미지과제에 대해 느

끼는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피험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제와 

쉽다고 생각하는 과제에서의 나타나는 뇌파 반응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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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디자인 인지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디자인행위와 인지

2.1.1. 디자인행위의 다면성 

영어에서 ‘디자인(design)’은 디자인 행위의 최종 결과물로 형상과 형태를 가진 

물리적 구성을 지칭하는 ‘명사’이자, 하나의 작업과정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행위로서 ‘동사’로 정의된다. 하나의 디자인(명사, design)이 만들어지기지 

위해서는 디자인 행위(동사, designing)로 구성된 디자인프로세스가 동반되어야 

한다. 디자인 행위(design activity)란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협력적으로 초안 

스케치(rough sketch), 목업(mockup), 모형, 도면 등의 시각적 도구를 창조하는 

것, 소통, 협업(coordination), 기능 사이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 지식의 창

출과 환류(circulation)를 촉진하는 것을 지칭한다.(Ricardo 외, 2108) 디자인 행

위에는 무언가를 사고하는 것, 무언가를 그리고 만드는 것, 그리고 타인과 소통

하는 것 등 여러 형태의 사고와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행위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표현으로 직관과 이성이 조합된 사고형

태로 일어난다. 디자인 사고에서 감성적 직관과 이성적 논리가 번갈아 등장하고, 

직관과 논리의 충돌과 상호보완으로 디자인이 완성된다. 직관은 고차원적 자기표

현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직관은 창조적이고 자의적이며 도발적인 시각적, 조형

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활동이다. 또한 이는 예술작업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예술적, 시각적 직관은 디자인 작업에서 디자

이너에게 강력한 도구가 된다. 

    디자인 행위에서 직관적 측면에 담긴 이론과 실천 행동의 원천은 대부분 순

수 예술에서 출발한다. 순수 예술의 긍정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표현, 혁

신, 창의성 그리고 시각적 언어의 개념은 대부분 건축과 디자인 학교에서도 교육

의 핵심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성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는 대척점에 위치해 있

다. 이성적 사고는 논리적 개념으로 이끄는 패턴을 수립해서 궁극적으로 디자인

과 디자인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디자이너들은 아이디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관적 사고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작스 A. 지어

드, 2012).  디자인 행위에서는 디자인 대상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제

작 및 생산을 위해 공학적, 과학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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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이 예술과 같이 순수 예술의 직관과 감성을 중시하면서 예술과 구별

되는 것으로 디자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는 점이다. 디자인과 디자인 행위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즉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미국 디자이

너 찰스 임즈(Charles Eames)는 디자인의 시작을 목적 또는 목표 설정으로 보

고,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인이 예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에서는 디자인이 

사용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디자인이 예술보다 과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디자인은 대상의 형태와 기능을 동시에 다룬다는 점에서 예술의 속성

과 과학의 속성을 함께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은 예술과 과학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다학제적 특성은 지식의 체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문 분야에 따라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사용하는 언

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학문집단에서는 표 2-1와 같이 사용하는 언

어를 기준으로 ‘알파 지식’, ‘베타 지식’, ‘감마 지식’으로 지식을 분류하고 있다. 

알파 지식은 일반적으로 인문학에 해당하며, 가장 오래된 지식의 영역이다. 알파 

지식은 단어와 말을 언어로 사용하며, 문학, 역사, 철학에서 발견되는 지식이 전

형적인 내용이다. 베타 지식은 관찰, 가설, 실험에 기초한 자연과학 분야로 숫자

를 언어로 하며 수학, 물리학, 순수과학에서 창출하는 지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마 지식은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사회과학과 경제학에 해당하며, 통계와 그 

분석 내용과 같은 것으로, 단어도 쓰지만 숫자도 이용하는 단어-숫자 조합을 언

어로 하며, 인류학, 심리학, 사회과학, 경제학 분야로 나타난다.

   20세기 말에 이르자 기존의 알파, 베타, 감마 지식의 범주로는 분류하기 어려

운 새로운 지식 분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농업, 지구과학, 기술, 건축, 공학, 

경영학, 그리고 디자인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 분야의 공통점은 ‘행위(doing)’

가 직업 활동과 학문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는 점이다. 학자들은 이들 

분야의 지식을 ‘델타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델타 지식은 단어나 숫자, 혹은 단어

-숫자 조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 분야는 완전히 다른 언어, 모형

(model)과 모형제작(modeling)을 사용한다. 디자인에서는 스케치, 목업 제작, 디

자인 렌더링 등 시각적 표현과 조형 실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이 델타 지식 

분야의 전형적인 사고과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작스 A. 지어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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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분류 등장 시기 사용 언어 해당 학문

알파 지식 고대 단어, 말 문학, 역사, 철학

베타 지식 17세기 수식 수학, 물리학, 순수과학

감마 지식 19세기 단어-숫자 인류학, 심리학, 사회과학, 경제학

델타 지식 20세기 모형 농업, 기술, 공학, 건축, 경영학, 디자인

표� 2-1.� 지식의� 분류� �

   지식 분류 체계상 디자인은 ‘행위’가 지식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델타지식으로 

구분하였지만, 디자인의 프로세스에는 알파지식, 베타지식, 감마지식 모두를 포괄

하고 있다. 디자인이나 브랜드 스토리를 다루는 것은 알파지식, 기기의 구조와 

기능을 다루는 것은 베타지식, 그리고 디자인에 필요한 인간공학과 사용자 심리

학은 감마지식에 해당한다. 개개의 학문이 가지는 독자적인 이론 체계는 궁극적

으로 다른 학문과의 차별성을 만드는 핵심으로 작용하며, 개별 학문에서의 지식

을 더하는 연구 활동을 통해 지식 체계는 더욱 공고해 지는 특성을 갖는다. 자

연과학, 사회과학, 공학, 의학, 법학 등 각 학문 분야는 학문의 지향 가치와 연구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이론 체계와 연구 방법을 만들어 왔으며, 이러한 이론 체

계들은 사회적으로 널리 공인되어 학문 집단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방법이 되고 

있다. 학문과 지식 분야별로 진리를 측정하는 방식과 이것에 기초가 되는 가치 

체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2.1.2. 디자인행위의 복잡성 

디자인행위(design activity)는 디자인 과정에서 인지적 작용(cognitive operation)

으로 수행되는 사고 행위(thinking activity)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은 

인지에 의한 디자인 사고 과정의 물리적 결과물에 해당한다(Chiu-Shui Chan, 

2105). 인지를 통한 디자인 사고에는 이성적 논리와 감성적 직관이 모두 필요하

며, 디자인 대상의 기능, 구조, 형태, 감성 등을 복합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디자

인 프로세스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디자인 물리적 구조와 조형을 

다루던 것에서 사용자 경험과 콘텐츠와 같이 무형의 내용까지 디자인의 중요한 

대상이 되면서 디자인프로세스에 새로운 디자인행위들이 더해지고 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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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디자이너가 디자인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정보들도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

해지고 있다. 디자인에 필요한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 데

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도 커지고 있다. 기업과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프로젝트가 디자이너만으

로 수행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많은 수의 디자인 프로젝트에는 인류학자, 

사회학자, 공학자, 마케팅전문가, 인지심리학자 등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

여하여 협업 체계를 이루고 있다.  

   디자인행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디자인 프로세스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디

자인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디자인에 과학적 방법이 적용

되면서 디자인 과정을 전후의 연속성을 갖는 프로세스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디

자인 대상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 모형으로 표 

2-2와 같이 분석/확인(analysis/identification)-종합 및 조합(synthesis)-평가 및 

검증(evaluation)의 3단계로 꼽을 수 있다. 

단계 디자인 행위

분석/확인
(analysis/identification)

디자인 문제 범주화를 위한 기초조사.

디자인 제한요소 및 문제의 표상화

종합 및 조합(synthesis)
디자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요소들의 조합,

디자인 구현을 위한 시각화 및 구체화

평가 및 검증(evaluation)
디자인과 현실화의 균형점 찾기.

반복을 통한 변수 최소화

표� 2-2.� 디자인� 3단계� 프로세스와� 디자인행위

  디자인과 협업하는 학문 영역이 확대되면서 디자인 프로세스도 함께 고도

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행위도 세분화되고 디자인에 관여되는 정

보의 량이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디자인행위에

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류학, 민속지학, 인지과학, HCI 등 다른 학문들

의 방법론의 적용과 이를 통한 다학제적 접근의 확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디자인과 협업하는 주체도 다양해지며, 디자이너가 이들 분야와의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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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프로세스 현재의 제품 디자인을 위한 연구 방법들을 보면 다학제적 

방법들이 디자인 행위에 활용되고 있으며, 디자인행위가 조형과 미학을 넘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Alex Milton과 Paul 

Rodgers(2013)는 제품 디자인 연구(개발)의 과정을 크게 보기(Looking), 배

우기(Learning), 묻기(Asking), 만들기(Making), 시험하기(Testing), 평가 및 

선택하기(Evaluation & Selection), 소통하기(Communicating) 등 8개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표 2-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디자인 단계 연구 방법

1 보기(Looking)
Ethnography / Photo and video diaries / Shadowing / A day 
in the life / Personal belongs / Future forecasting / Trend 
spotting / Scenarios / Product autopsy / Sketching

2 배우기(Learning)
Cultural probes / Competitor product analysis / Literature 
reviews / Internet searches / Cultural comparisons / Role 
playing / Try it yourself / Mind mapping / Sampling 

3 묻기(Asking)

Questionnaire and Surveys / Focus and unfocus groups / User 
narration / Interview / Be your customer / Brand DNA 
Analysis / Market and retail research / Image and mood 
boards / Perceptual mapping / Personas / product collage / 
Extreme users

4 만들기(Making)

Sketch modeling / Mock-ups / Paper prototyping / 
Quick-and-dirty prototypes / Experience prototyping / 
Appearance models / Empty tools / Bodystorming / Rapid 
prototyping

5 시험하기(Testing) 
Scenario testing / User trials / Material testing / Safety 
testing

6
평가 및 선택하기
(Evaluation & 
Selection)

Choosing the right methods / Checklists / External decision 
making / Intuition / Crowdsourcing / product champions / 
Matrix evaluation 

7
소통하기(Commu
nicating)

Preparing a presentation / Ten tips for a great presentation / 
Report creation / Presentation visuals and models / 
Presentation guidelines / Engaging the public

표� 2-3.� 제품� 디자인을� 위한� 연구(개발)� 방법들

   Alex Milton과 Paul Rodgers(2013)이 제시한 단계별 디자인방법들은 디자인

의 고유한 연구 방법도 있지만 인류학, 사회학, 공학 등 다른 학문 영역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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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연구 방법을 디자인행위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된 것들도 혼재되어 있다. 

각 방법들에 주로 표현되고 소통되는 정보(데이터)의 유형이 상이하며, 방법의 

적용과 해석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보기(Looking) 단계에서 

사용되는 디자인 연구 방법은 문화인류학, 사회학, 인지과학, 마케팅 등에서 만

들어진 연구 방법론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 방법을 통해 이미지, 동영

상, 문자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형태로 결과가 도출된다. ‘사용자 중심 디자

인’이 중시되면서 사용자, 사용 환경, 행태 등을 조사하는 정성적 기법들이 발달

하게 되면서 디자이너는 문화인류학, 사회학 등의 인문학적 지식 체계와 언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만들기, 시험하기, 평가하기 과정에는 공학에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 적용되며, 이때에는 수치, 수식 등 형태의 정보와 데이터로 소통이 

이루어진다.   

제 2 절 디자인과 인지

2.2.1. 인지의 정의와 관련 학문

인지(cognition)는 ‘사고, 경험, 감각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하는 정

신적 행동 및 절차’를 의미한다. 인지에는 주의집중, 기억, 추리, 상상, 판단, 비

교, 산술, 문제해결 등 다양한 두뇌 활동을 포괄한다. 인지는 크게 지각

(perception), 기억(memory), 사고(thinking)의 세 가지 큰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사물을 알아보고 기억하며 추리를 해서 결론에 이르는 정신적 과정이

다. 인지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기반이 되는 학문 특성에 따라 인지과학, 

인지심리학, 인지공학, 인지신경과학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인간의 두뇌 활동

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정모(2009)는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을 ‘인간 마음의 작용과 관련된 

각종 인간 활동과 그 활동의 산물에 대한 이해와 설명 및 개선을 위한 개념적, 

이론적, 방법론적 틀을 제공해주는 포괄적인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인지과학은 

‘마음’을 과학적 탐구와 설명의 초점으로 삼고, 이러한 마음을 가능하게 하는 두

뇌와, 두뇌의 원리가 구현된 체계이며 또 마음의 확장체인 컴퓨터와, 또 마음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각종 도구와 인공물들을 연결하여, 이들의 공통분모는 무

엇인가, 마음의 특성들이 컴퓨터 등의 다른 대상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를 묻고, 그리고 그에서 얻어지는 개념적 틀에 의해 인간과 컴퓨터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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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려는 새로운 학문이다.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환경과 자신에 

대한 앎을, 지식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여 생활 장

면에서 마주치는 각종의 과제를 수행해 내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의 주 특성을 인지(認知, 앎, cognition)

라고 본다. 각종 생활 장면에서의 마음의 작용과 관련되는 앎이란, 다른 말로 표

현하면 환경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지심리학은 사

람이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각종 앎을,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어떻게 낱개의 단편

적인 정보가 조직화된 지식으로 변환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각종 정보가 기억에 

저장되며, 어떻게 그 지식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데 쓰이는가를 다루

는 ‘앎’의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인지공학(cognitive engineering)이라는 용어는 도널드 A 노먼(D. A. 

Norma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노먼(1986)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

(user-centered design)’으로 공학적인 디자인 원칙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과 수행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인지과학적 이해)과 이러한 이해를 사

용하기 편한 시스템들을 고안하는 데 적용하는 것(공학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Roth 등(2001)은 인지공학은 인간의 수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계산시스템의 설계를 가이드 할 원칙과 방법, 도구와 기법을 개발하

기 위한 학제적 접근이라고 정의한다(박병호, 2007). 

   인지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를 비롯한 신경계의 생리적, 생물적 

특성들에 대한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인지과정이 뇌와 신경계에

서 일어나는 생리, 생물적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뇌를 비롯한 신경계의 특

성과 그러한 특성이 특정 인지 과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연구하는 인지과학

의 분야를 인지신경과학(cognitive neuroscience)이라 한다. 인지신경과학 분야에

서 연구자들은 뇌파측정방법, 컴퓨터 단층 촬영법(CT), 자기 공명영상(MRI) 등

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인간의 인지 과정이 뇌에서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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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디자인인지의 연구

‘디자인인지(design cognition)’는 디자인(designing)에 관여되는 정신적 과정

(mental process)과 표상(representation)을 지칭한다. 디자인행위(design activity)

는 창조성, 문제해경, 주의, 시각적 인식, 기억 등 여러 가지 인지적 작용의 복합

한 조합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인지의 연구는 인간의 뇌 역량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특히 디자인 창조성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디자인인지의 관점

에서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디자인 자체를 인지로 이해라는 연구와 인지를 평가

하기 위한 방법론과 분석 수단에 대한 연구로 대별되며, 디자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 인지 연구는 세 개의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왔다(Laura Hay et 

al., 2020). 

   첫째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패러다임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수립

된 인지의 정보처리 모델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허버트 사이먼과 알렌 뉴웰

(Herbert Simon & Allen Newell, 1972)의 인간의 문제해결 패러다임에 대한 연

구가 기초가 되고 있다. 둘째 반추적(reflective) 패러다임은 도널드 숀(Donald 

Schön, 1983)이 ‘Reflection in Action’의 연구에서 정립된 것으로, 여기서 ‘반추

(reflection)’란 경험의 무의식적 측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이 의식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문제해결 패러다임의 지지자들은 디자인 행위를 확정

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지식을 변형시키는 탐색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에 반해, 

반추적 패러다임에서 디자인 문제와 해답은 디자인 맥락에서 형성된 프로세스 

속에서의 재해석(reinterpretation)과 재공식화(reformulation)에 달려있다. 셋째 

1990년대에 등장한 상황 속의 패러다임(situated paradigm)은 모든 지식은 사회

적, 문화적, 물리적 맥락에 묶여있는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앎

(knowing)이란 행위(doing)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수용하는 이론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디자인 행위를 상황 속의(situated), 탐구적(exploratory)이며, 진화

론적(evolutionary) 프로세스로 이해하였다. Gero와 Kannwngiessr(2004) 등의 

연구로 제안된 상황 속의 패러다임은 디자인 연구에서의 심리학 이론의 응용과 

더불어, 인지에서 발견된 디자인의 개념들과 인지 과학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다. 

   디자인행위가 차별적인 인지현상으로 인식되었지만, 디자인사고가 예술 또는 

과학적 사고와 구체적인 차이점을 규명하는 연구가 늦어진 것은 디자인인지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디자인 인지를 평가 및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과 수단에 대한 연구는 Ericsson과 Simon(1984)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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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프로토콜 분석이 디자인 인지 연구에 주도적 위치를 점해왔다. 1980년대

에 등장한 프로토콜 분석과 더불어 인지과학자들에 의해 행태실험(behavioral 

experiment, 심리측정(psychometric) 등의 여러 방법들이 디자인 행위에서의 인

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디지털영상 기술의 

발달로 디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의 뇌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인지신경과학의 연구 방법들이 적용되었다. 디자인연구와 인지신경학의 다학

제적 연구는 디자인 연구에서 쟁점이 되어 왔던 여러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규명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뇌영상(neuroimaging), 컴퓨터모델링 영. 뇌전도(EEG), 

fMRI 등의 기술을 이용한 실험 연구들은 디자인인지가 뇌의 어떤 부분에 이루

어지며, 디자인 단계별로 뇌의 활동 변화들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어, 디자인 

인지 연구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2.2.3. 디자인인지의 연구 방법들

(1) 디자인인지 연구의 주요 방법들

디자이너의 지적 활동인 디자인 인지 연구에서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주된 

연구 방법으로 설문조사, 입력-출력 실험(input-output experiment), 프로토콜 

분석(protocol analysis), 뇌영상 분석 등을 꼽을 수 있다(Alexiou, 

Zamenopoulous,  Johnson, 2009). 설문조사는 디자인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사

후 분석으로 요구되는 데이터의 신뢰성 수준이 낮으며 설문의 내용과 구성에 따

라 데이터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디자인인지 연구에는 부적절하다. 입력-출

력 실험은 디자이너를 블랙박스로 간주하고, 입력에 따라 출력의 변화를 평가한

다. 이를 통해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기억, 추상화, 연상 등의 특정한 

디자인인지의 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획득할 수 없다. 프로토콜 분석은 발

언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법으로 디자인 행위의 인지 분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방법이다. 뇌영상 분석은 인지적 활동 중인 디자이너의 두

뇌 활동 정보를 세포의 혈류량(fMRI, FNIRS), 전기적 활동(EEG) 등으로 관찰, 

측정하는 기법이다. 뇌영상 분석은 디자이너의 인지 과정의 두뇌 활동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어 실증적, 객관적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뇌파와 

뇌영상 등의 생리학과 신경과학의 측정법을 사용하는 연구는 디자인 인지 연구

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관찰된 결과를 유효한 데이터로 해석하는 합의

된 온톨로지(ontology)의 부재로 측정된 데이터와 인지적 작용 과정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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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2) 프로토콜 분석   

프로토콜 분석은 인간의 문제해결활동 밑에 감추어진 정보처리과정을 추론해 내

기 위해 개발된 인지심리학적 연구방법으로써, 프로토콜이란 피험자의 인지활동

의 기록을 의미하며 문제해결과정에 발생하는 몸짓, 언어내용을 비디오/오디오 

기록, 스케치 노트 등으로 구성된다(김용일 & 전영일, 1995). 프로토콜 분석은 

디자인연구에서 있어 디자이너의 인지적 행태(cognitive behavior)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디자인인지 연구에서 프로토콜 분석의 대상은 언어

(디자이너의 발화)외에도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의 영상, 스케치 등이 해당된다. 

프로토콜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은 생각하고 보고하기(think aloud protocol)로 

피험자들에게 특정한 고정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피험자의 의도 및 생각을 의

식적으로 발화하도록 요청한다. 프로토콜 분석은 수집된 디자이너의 행위를 연구

자가 정한 세그먼트에 맞게 분할하여 개념적 의미로 코드를 부여하는 코딩

(coding)하는 절차로 진행된다(최웅, 2019). 프로토콜 분석은 디자이너의 이해하

기 힘든 인지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유용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프로토콜 분석은 디자인 작업에 매우 중요한 비언어적 사고 과정을 

기록하는데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디자인 행위 분석에 취약하다는 의견도 존재

한다. 동일한 피험자를 같은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연구자의 코딩 체계에 따라 다

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어 객관성이 획득의 한계를 가진다. 델프트 디자인 프로

토콜 워크샵(Delft Design Protocol Workshop, 1997)에서는 프로토콜 분석은 

고도로 정교한 연구 기법이나 디자인의 포괄적인 맥락에서 디자인 사고의 세부

적인 측면을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Nigel Cross, 2007).  프로토콜의 

한정된 구조와 코딩 체계로 디자인의 행위의 다양성 모두 측정하기 어렵고, 프로

토콜이 지각 활동이 이루어진 사후 분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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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인지의 측정

프로토콜 분석, 입력-출력 실험 등의 디자인인지의 평가 방법들은 디자인을 수

행하는 피험자의 디자인사고와 행위들을 언어, 스케치, 비디오 등 디자이너의 

말, 행동, 결과물에 통해 인지과정을 규명하는 방식이다. 이들 방법은 디자인행

위중의 피험자의 사고 등의 인지과정을 간접적 자료를 통해 해석하는 것으로, 디

자이너의 인지작용은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과제 수행 증의 두뇌 활동

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등장한 디자인인지의 실험 

패러다임은 뇌파, 뇌영상 등 뇌의 활동을 실시간을 관찰 및 기록할 수 있는 기

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의 두뇌를 손상하지 않고 전류흐름, 영상 

등을 통해 인간의 두뇌를 안전하게 직접 연구하는 방법이 가능해지면서 실제로 

외부 자극과 사고 과정에서의 두뇌 활동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획득함으로

써 인지 과정의 실증적 설명에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이전 연구에서 소외

되었던 정서, 동기, 개인차, 사회적 상호영역 등의 인지 영역 등 인지연구의 영

역과 대상도 확대되었다. 

   인간의 두뇌 활동을 두뇌 밖에서 측정하고 측정된 신호를 통해 두뇌의 내부

를 재구성할 수 있다. 컴퓨터의 발전으로 재구성된 영상은 특정 인지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두뇌의 활동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두뇌의 기능과 

관련된 활동의 해부학적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두뇌 연구 방법을 통틀어 ‘기능

영상법(functional imaging)’이라 한다. 기능영상법은 특정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에 수반되는 두뇌활동을 측정 기록하거나 영상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사용

되고 있으며, 영상화된 활성화(activation)의 위치로 특정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필요한 인지 기능이 두뇌의 특정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뇌파와 뇌영상을 활용한 연구들은 특정된 인지적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두

뇌 활동의 관찰과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험 기반의 연구들은 인지 활동

과 두뇌 활동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언어 추리, 시각과 

공간 인식, 추상적 사고, 문제 해결, 스케치 등 디자인 인지에 따라 두뇌에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었는지, 그리고 디자이너와 일반인과의 인지 능력 비교 등 연구

에 실험 패러다임 기반의 연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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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디자인인지의 선행연구 분석

2.3.1. 디자인행위와 디자인인지

디자인 교육과 디자인 실무의 관점에서 디자인 행위(design Activity)와 디자인 

인지에 대한 연구가 디자인 과정을 촉진할 수 있으며, 디자인 결과물의 독창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특정한 디자인 행위에 초점

을 맞춘 인지연구는 제한적이다. 디자인 행위는 암묵적 프로세스(implicit 

process)와 명시적 프로세스(explicit process)로 구분할 수 있다. 명시적 프로세

스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창조하는 행위로 구성되는 반면, 암묵적 프로세

스는 정신적 활동과 외부 정보의 정신적 연산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디자인 행

위에 대한 연구는 관찰과 접근에 용이한 명시적 디자인 프로세스에 집중되어 있

으며, 디자인 행위에 있어 정신적 작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Mougenot 외, 

2009). 

   디자인 과정에서의 디자이너의 인지 작용에 대한 연구는 프로토콜 분석을 통

한 언어-개념적 정보처리 연구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한석(1995)은 건축디자

인의 창조성은 디자인 과정에서 사물과 공간의 형태 및 이들의 관계에 대한 정

보 처리 행위로 규정하고, 건축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디자인 과제를 제시하고, 이

들의 수행과정을 언어보고와 그림으로 구성된 프로토콜을 분석하였다. 디자인 행

위별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그림 그리기가 44%, 순수한 말하기가 38%, 도면 

검토하기가 12%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는 디자인 행위의 가장 큰 특

징으로 디자인 발전단계에서부터 최종안 다듬기단계까지 그림그리기 행위와 말

하기행위가 계속해서 순서대로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것을 꼽았다.

  김용일, 전용일(1995)은 정보처리이론 관점에서 건축디자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초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

지과정을 관찰하고 프로토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피험자의 지식상

태 흐름을 간략하게 부호화한 PBG(Problem Behavior Graph)을 작성하였다. 실

험결과 초보자는 문제해결과정에서 generate and test와 서술지식을 이용하는 반

면, 전문가는 개인 스타일에 의한 휴리스틱스(heuristics)발견법의 사용 등 개인 

특성에 따라 문제해결 절차의 편집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문가의 문제해결 과정

의 중요한 특징으로 전체 디자인과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간 인지능력을 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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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수(2006)는 프로토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제품 디자이너가 어떤 내용과 

형식을 사고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해결방안과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1명, 중급자 1명, 초보자 1명에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제품디자이너의 사고과정을 시각화/지각화/기능화/전

략화/개념화로 분류하여 코드화하였다. 실험결과 개념화 범주 단계에서 전문적인 

행동의 변화가 많이 나타났으며, 디자인 전문성 정도가 높을수록 병렬적인 처리

가 높은 반면 전문성의 정도가 낮을수록 순차적인 행동 특성을 보였다. 디자이너

의 사고특성 및 구조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적 토대가 디자인사고능

력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최웅(2019)은 디자이너의 의도, 생각, 심상 이미지의 집합인 콘셉트가 현실에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디자이너의 사고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피험자에게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관찰하여 프로토콜 분석으로 

표현물의 관계를 기반으로 귀납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디자인 콘셉트

는 최초 떠올린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표현하는 형식에 따라서 의미/형태의 범주

가 다룰 수 있으며, 디자이너가 떠올린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 공간,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디자이너가 표현 행위를 전환하면서 정보가 전이

(transfer)되는 과정에서 의도적 정보 확장, 의도적 정보 조합의 패턴이 관찰되었

으며,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콘셉트를 기준으로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합하는 

패턴으로 콘셉트가 표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Nigel Cross(2007)는 건축,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계공학 등 

디자인 및 설계 작업을 수행하는 영역에서의 프로토콜 분석 등 디자인 행위의 

이용자 참여연구(empirical studies)들의 문헌 분석을 통해 디자인 인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인지에는 문제의 공식화(problem formulation), 해결책의 도

출(solution generation), 프로세스 전략(process strategy)과 같이 세 개의 측면을 

가지며, 전문 영역과 무관하게 디자인 인지에 높은 유사성이 발견되어 디자인 인

지는 영역과 독립된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Manolya Kavakli와 John Gero(2001)는 컨셉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전문가와 

초보자의 인지능력 차이가 관련 경험에서 형성된 정보 처리 속도의 차이에서 발

생한다는 가설 아래, 전문가와 초보자에서 디자인 스케치 작업의 프로토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전문가의 디자인 프로토콜에서 저장된 정보의 속도는 초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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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이 초보 디자이너와 전문 

디자이너와의 주된 차이로 보고되었다. 

   Hyunjung Kim(2011)은 초보 시각 디자이너와 전문 시각 디자이너에게 행사 

포스터 디자인의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인지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피험자들

의 디자인 과정에서의 쓰기, 스케치, 디지털 파일의 기록을 고엘(Goel, 1995)이 

제안한 코딩 체계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피험자의 디자인 행위를 연구자가 시간 

기록과 함께 관찰하였다. 초보 디자이너는 스케치 등의 시각적 도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디자인 프로세스의 단계를 모두 거치지 않는 반면, 전문 디자이너

들은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려 하며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더 많은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보디자이너들은 디자인 프로세스에

서 많은 디자인 인지과정을 보여주지 못한 반면, 전문 디자이너들은 문제 구조화

와 초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더 다양한 인지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디자인행위에서 디자인인지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기초

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피험자가 참여하는 실험연구 대부분은 프로토콜 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 초보자와 같이 디자인의 경험과 숙련

도를 달리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디자인인지를 비교하는 실험이 많았으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 시각화 과정 등에서의 디자인인지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물들은 피험자들의 디자인 과정의 행동과 결과물에 기초한 프로토콜 

분석으로 연구자의 코딩 체계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으며, 디자인행위에서의 

정보 유형에 따른 인지 연구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2.3.2. 디자인인지 뇌파실험 연구

뇌파(뇌전도)는 사람의 무의식적 반응과 판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응답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설문에 기초한 조사를 대신하

는 정량연구로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뇌파 실험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한 연

구로 예술작품, 디자인, 환경 등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측정, 평가한 실험 연

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브랜드, 마케팅, 광고 등 소비자들의 선호도 및 감성적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해온 방법이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한 설문지 평가이다. 하지만 설문지를 활용한 평가는 제시된 감성어휘에 한

정되어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응답자의 왜곡된 심리 표출 현상, 그리고 충분한 

표본수가 없을 때의 결과 타당성 입증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한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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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8) 반면에 뇌파측정 실험은 직접적으로 생체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

험자가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왜곡 현상을 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일정 시간동안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피험자의 감성 반응을 

스펙트럼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승환 외, 2018). 

   박준수와 김주연(2016)은 카페 공간에서 사람 대상체의 유무에 따라 사용자

들의 좌석 선택 시 주의집중 변화를 뇌파 측정을 통해 그 반응을 비교 분석하였

다. 실험 결과, 대상체의 유무에 따라 뇌파 활성에 차이를 보였으며, 대상체의 

유무에 따라 좌우반구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카페 공간에서  좌석 선정 

시 사람 대상체의 유무에 따라 주의집중에 대한 패턴 차이를 보였다. 

    이경용 등(2015)의 연구는 기하학적  표현의 몬드리안 작품과 서정적 표현

의 칸딘스키 작품을 볼 때의 시각적 반응을 뇌파로 측정, 비교하였다. 또한 작품

의 감상자를 미술 디자인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구분하여 전문적 지식의 소유 여

부에 따라 뇌파 변화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규칙성 패턴이 없는 

무질서한 서정적 추상 그림(Kandinsky)을 볼 때보다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하기 

쉬운 기하학적 추상 그림(Mondrian)을 볼 때 자극의 수용자는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상에 감각적 관심을 기울이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 디자인 전공자 집단이 비전공자 집단과는 달리 시각 자극에 대한 직접적 

반응 영역인 후두엽의 활성화보다는 시각 자극에 대한 간접적 반응을 포함하여 

종합적 사고 영역인 전두엽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비

전공자 집단이 추상적 시각 자극을 단순하게 감각적 형태로만 인지하고 있다면, 

디자인 전공자 집단은 그 대상을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파악하는 지적 형태로 인

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고에 소구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뇌파 실험한 다수의 연구는 정보제공형 

광고보다는 감성자극성 광고에서 뇌파가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시훈 등(2015)은 광고소구 유형을 위협/유머/성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 광고

소구의 정도를 약/강으로 가진 모두 6개의 영상광고를 볼 때의 피험자들의 뇌파

를 측정,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위협(강)이 위협(약)보다 더 많은 인지적 노력과 

각성을 유발한다, 유머와 성적소구에는 강약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유머

소구와 성적소구는 약한 자극도 충분히 주의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한유림 등(2018)은 뇌전도를 활용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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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디자인 비전공자 13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평가하였다. 연구팀은 동일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대상으로 뇌파 측정을 

통한 ‘집중도’ 분석과 설문을 통한 매력도(선호도)를 평가하였다. 두 실험의 결과

를 비교하여 설문을 통한 디자인 평가와 뇌파 측정을 통한 평가를 비교하였다. 

다수의 디자인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매력도) 조사 결과와 뇌파 측정을 통한 집

중도 평가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디자인 대상의 매력도와 같은 인간의 

감정 인식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뇌파 측정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영진 등(2019)은 실내공간의 5가지 조명 자극별 연출에 따른 뇌 부위별 

반응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Focal glow(색온도 4,000K, 조도 420~550Lux)의 

조명 자극에 대해 뇌파 지표가 각성을 주는 조명으로 높은 뇌 활성을 보였다. 

Ambient luminescence(색온도 4,000K, 조도 410~480Lux)는 이완을 주는 조명

으로 가장 높은 뇌활성을 보였다. 이를 활용하며 이완과 각성이 필요한 학습공간

이나 생활공간 및 작업공간에 조명연출 적용할 때 활용하도록 제안하였다.

    Byoung-Kyong Min 등(2014)은 구매자의 출신국가와 제품 디자인의 선호

도의 상관관계를 뇌파(EEG) 측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Byoung-Kyong Min

의 연구는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를 뇌파 측정

을 통해 정량적으로 비교하였지만, 디자이너가 아닌 디자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유림(2018)은 네일 서비스에서 네일관리의 4단계(마사지-케어-아트-스킨

케어)로 구분하고, 이용하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네일 서비스 과정에서의 뇌파

측정을 실시하였다. 네일관리 단계 중 ‘아트’ 단계에서 피험자들의 알파파가 감

소하여 편안함과 안전함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스킨케어’ 단계에서

는 빨간색을 시술한 피험자들의 베타파와 감마파 활성량이 증가하여 난색 계통

의 색이 생리적으로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으로 해석하였다. ‘내향성’ 피험자들

이 감마파, 베타파 측정값 비교를 통해 시각, 촉각 자극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주, 송지은(2018년)은 제초제 포장지의 색상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반

응하는지를 뇌파로 분석하였다. 국내의 제초제 포장지 색상은 황색이며, 비선택

성 포장지 색상은 적색으로, 연구자들은 황색과 적색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뇌파 

반응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남성이 제초제 포장지의 황색을 보았을 때에

는 주의집중력이 감소하면서 산만해지는 반면, 여성 피험자들의 뇌는 이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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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면서도 각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 색상에 대해서 남성들은 주의력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긴장한 반면, 여성은 집중, 주의, 경계력을 낮추고 산만한 것

의 뇌파를 보였다. 

   Alireza Mahdizadeh Hakak 등(2016)은 실험자들이 3D 그래픽으로 만든 가

상의 추상 환경(Abstract environment), 부분적으로 디자인된 환경

(Semi-designed environment), 완전히 디자인된 환경(Fully designed 

environment)에 어떻게 다르게 인지하는지를 뇌파(EEG)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

다. 추상적인 가상환경에서의 방향인지(Navigating)는 부분적으로 디자인된 환경

과 완전히 디자인된 환경에 비해 중심전이랑(precentral)에서 더 높은 뇌의 활성

화가 확인되었다. 

    상기의 연구들은 미술작품, 광고물, 브랜드 아이덴티티, 조명 연출, 서비스디

자인 등 이용자와 소비자들이 대상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뇌파측정 실험을 활용하였다. 연구들 모두 뇌파의 측정

값이 피험자의 대상물에 대한 반응을 왜곡 없이 보여줄 수 있음으로 디자인 계

획 및 평가에 뇌파가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 디자

인과 관련된 뇌파측정 실험 연구들은 디자인의 수용 과정에 초점에 맞추고 있으

며 디자인 행위에서의 정보 유형에 따른 인지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제한

적이다. 

    

2.3.3. 디자인행위의 실증적 실험 연구

디자인행위에서 인간의 두뇌 활동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의 피험자의 뇌파 및 뇌 영상 변화를 측정, 

분석하는 실험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Yong Zeng(2010)은 피험자의 디자인 

문제해결과정에서의 뇌파를 측정하여 디자인과정의 인지작용을 뇌파로 분석할 

수 있을 입증하였다. 연구에서 디자인 행위를 그림 2-1과 같이 PA(problem 

analysis), CE(solution expression), SE(solution evaluation), SG(solution 

generation)으로 구분, 정의하였다. 피험자에게는 침실(공간)에 7개 침대와  책상 

배치하는 과제가 주어졌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제시된 침실과 책상

을 배치하고, 이때의 뇌파를 6개의 센서로 측정하였다. 1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실시된 실험에서 연구자는 계획, 판단, 논리적 사고, 집중을 담당하는 전두엽

은 SE(solution evaluation), 행위에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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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olution generation에서 높은 시각적 사고의 노력(effort)을 보여준다고 하였

다. Yong Zeng의 연구가 디자인 과정에 인지작용을 뇌파로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피험자가 1명으로 연구의 신뢰성 담보가 어려우며 디자인 행위로 

제시된 과제가 조형이나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한 조건에서 

사물을 배치하는 등의 문제해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 Yong� Zeng� 연구에서의� 디자인행위� 정의

   Sonia Vieira 등(2020)은 기계공학자와 산업디자이너가 문제해결 과정과 디자

인행위에서 뇌파 특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진들은 문제해결

(problem-solving)을 ‘알고 있는 상수와 알고 있는 변수에 기초한 폐쇄형 직무

(closed task)’로 정의하였으며, 디자인 행위(designing)는 알지 못하는 것과 관련

된 변수를 찾는 것으로, 디자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변하거나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연구에서 그림 2-2과 같이 디자이너와 기계공학자

들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Problem-solving), 기초 배치 디자인(Basic layout 

design), 자유 배치 디자인(Open layout design), 자유 스케치 디자인(Open 

sketch design)과 같이 4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이들 과제를 수행할 때의 뇌파 변

화를 측정, 분석하였다. 

   Sonia Vieira의 연구는 전문성을 달리하는 기계공학자와 산업디자이너에게 디

자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때의 인지 작용을 비교하였으며, 특히 디자이너

와 엔지니어의 문제해결과제(closed task)와 자유 스케치의 과제가 주어진 디자

인(design) 과제 수행에서의 뇌파 특성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계공학자 

실험 결과 문제해결과제와 디자인과제에서 뇌파특성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

만, 디자이너 대상의 실험에서는 문제해결과제와 디자인 과제에서의 뇌파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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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제한된 변수들을 다루는 문제해결직무에서

는 전공별 뇌파 특성 차이가 발견하기 어려운 반면, 조형적 형상을 만든 디자인 

과제에서는 디자이너가 차별적 뇌파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 점은 본 연구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림� 2-2.� Sonia� Vieira� 연구에서의� 문제해결과� 디자인행위� 과제

   Juan Cao 등(2021)은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이나 특정 지식에 과도하게 의

존하여 창의적 결과물에 제한이 발생하는 디자인 고착(design fixation) 현상을 

뇌파측정 실험으로 분석하였다. 23명의 기계공학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땅콩

껍질 제거기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의 피험자들의 알파파의 변화

를 측정하였다. 피험자의 디자인 성과와 제안된 해결의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능

숙도(fluency), 유연성(flexibility), 모방의 정보(degree of copying)의 지표를 사

용하였다. 과제에 따라 알파파의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디자인고착의 정도와 유

연성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디자인고착 과정에서 뇌 부위의 활성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디자인 고착의 정도에 따라 알파파의 변화가 함께 나타났으

며 특히 피험자들이 예시 이미지를 보게 되었을 때 유의미한 알파파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Juan Cao 등의 연구는 디자인행위에서 디자인고착이라는 특정 현

상을 규명하기 위해 뇌파 실험을 적용한 것으로 디자인 프로세스 연구에 뇌파가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onia Vieira 등(2020)은 산업디자이너들이 문제해결에 기초한 제한된 디자인 

과제(constrained design task)와 디자인 스케치에 기초한 열린 디자인 과제

(open design task)와 같이 다른 성격의 디자인 행위에서 뇌파 차이를 비교하였

다. 제한된 디자인 과제는 하나의 방에 가구들을 배치하는 것이며, 열린 디자인 

과제는 개인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디자인을 스케치하는 것이다. 제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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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읽기(reading)-문제해결(problem solving)-배치(layout)의 3단계, 열린 디

자인 과제는 읽기(reading)-숙고(reflecting)-배치(sketching)의 3단계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피험자의 토털 시그널 파워(Pow)를 측정하였다. 제한 디

자인 과제에서는 3단계에서 우측 전전두엽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된 반면, 

열린 디자인 과제에서는 좌측 뇌와 후두측두엽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림 2-3과 같이 피험자들이 제한 디자인 과제와 비교하여 열린 디자인 과제를 

수행할 때 더 높은 수준의 뇌파 활성화를 보여준다. 이 실험 연구는 신경과학의 

뇌파 활성화가 디자인 영역과 디자인 프로세스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림� 2-3.� 제한� 디자인� 과제와� 열린� 디자인과제의� 비교� (a)� 읽기,� (b)문제해결과� 숙고,� �

(c)배치와� 스케치� 단계� 뇌파� Pow� 비교� (출처,� Sonia� Vieria� 외(2020))�

   뇌파 측정은 뇌를 둘러싼 대뇌피질의 전류값을 측정하는 것으로 뇌 내부의 실제

적인 측정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가장 정밀하게 뇌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은 높은 공간해상도를 보여준다(임창환, 2015). Alexiou 등(2009)은 디자인행

위를 문제해결과정과 디자인 과정으로 구분하고 피험자들에게 이들 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이때의 fMRI을 비교하였다. 연구진은 문제해결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가능

한 변수들을 표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디자인은 해답이 정해지지 않는 거칠게 

규정된 문제(ill-defined problem)로 구분하였다. 실험 결과 디자인과 문제해결은 뚜

렷이 다른 뇌의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서로 다른 인지적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

났다. 문제해결과 비교하여, 디자인과제를 살필 때는 뇌의 영역에서 더 광범위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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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불러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상과 같이 디자인행위에서 뇌파와 fMRI 등의 활용한 실증 연구들이 다수 있으

며 디자인 프로세스에서의 뇌 활동과 디자인의 유형에 따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들이 디자인 행위를 문재해결과 창의적 아이디어 발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개발 과정에 디자이너가 처리해야 하는 문자정

보, 수치정보, 시각정보 등 데이터와 정보 유형에 따른 인지활동 연구는 한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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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디자인과 정보처리

제 1 절 디자인행위와 정보처리

3.1.1. 정보처리이론 연구 흐름

디자인 인지에 기초하여 디자인을 연구할 때 주도적인 패러다임 중 하나가 디자

인을 문제해결 과정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디자이너가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답을 찾아가는지를 인지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문제해결 패러다임은 

1970년대 형성된 정보처리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접근이다. 정보처리이론에 

의하면 모든 문제해결활동은 문제에 관해 주어진 초기지식상태에서 해결안으로 

표현되는 목적 상태로 지식상태가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김용일 & 전영

일, 1995). 기본적으로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측면에서 인지 작용은 

지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심적 표상을 조작하는 

일련의 정신적 활동을 의미한다. 

    디자인의 단계별로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크게 달라지는데, 디자인

을 위한 많은 정보는 디자이너가 고려해야 할 관련 문제와 쟁점들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을 제공하는 반면 디자인의 창조적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로도 작

용하기도 한다. 디자인의 방법론들이 고도화되면서 마케팅의 시장조사, 사회과학

의 통계, 공학의 실험 데이터, 인지과학의 이용자 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디자

인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디자이너가 다루어야 하는 정보의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다.  

   디자인에서의 정보처리 연구는 다른 학문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문

자와 수치 등 정보처리보다는 디자인의 창조성과 시각 정보처리에 대한 것이 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위한 디자이너들

이 어떤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프로토콜 분석 방법

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초보 디자이너와 전문 디자이너 등의 디자인 행위 기

반의 정보처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정보처리모형을 제안한 Atkinson과 Shiffrin(1968)은 학습과 기억 프

로세스는 불연속적이며 여러 단계를 거치며, 새로운 정보는 저장되기 앞서 정보



- 33 -

처리/기억 시스템에서 다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모델에서 인간의 기억 체계를 

감각기억(sensory memory), 단기/작업기억(short-term/working memory), 장기

기억(long-term memory)과 같이 세 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Craik과 

Lockhar(1972)는 Atkinson과 Shiffrin의 세 가지 기억체계를 부정하며, 환경으로

부터 정보는 정보의 특성, 주의, 의미에 따라 동시에 다층적 수준(multiple level)

의 처리를 거치며, 새로운 정보들이 어떠한 특정 채널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Clark와 Paivio(1991)는 언어적 처리(verbal processing)와 비언어

적 처리(non-verbal processing)로 “듀얼-코딩 이론(dual-coding theory)”을 제

안하였다. 심상(mental image)과 언어적 개체와 덩어리는 각기 다른 체계로 처

리된다는 것이다. “정보 처리와 기억의 쉐마 이론 (Schema theory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memory)”을 제시한 Rumelhart(1980)는 정보는 연

결망의 형태로 뇌의 다양한 위치에 산재되어 저장된다고 주장했다. Das, 

Naglieri, Kirby(1994)가 제안한 “PASS 이론(Planning, Attention, Simultaneous, 

Successive)은 인지 프로세스로 정보처리를 해석하고, 이는 개인이 어떻게 직무, 

문제, 전략과 계획에 접근하는지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Atasi Mohanty, 2015).  

   정보처리의 주요 연구들은 인간의 인지와 사고가 정보 형태의 설명과 이들 

정보의 처리 프로세스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행위에서 정보

처리 관련 연구들은 정보처리 이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자인 프로

세스에서 아이디어 발상과 창의적 사고 중심의 정보처리 연구가 집중되어 있으

며, 디자인 행위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시각정보 처리, 시각적 사고, 시각적 

표상 조작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1.2. 디자인행위와 시각정보

외부 정보를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일련의 구조를 시각체계라고 하며 시각정보는 

외부 환경에서 눈으로, 눈에서 뇌로 전달되고, 뇌의 여러 영역에서 처리된 시각

정보의 통합이 일어난다.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은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시신경을 

통해 뇌의 후두엽 시각피질에 도달한다. 시각피질은 30개 이상의 영역으로 나뉘

어 있으며, 시각대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들은 서로 다른 정보처리경로를 통해 처

리된다. 색과 형태정보는 복측경로(ventral stream)라는 신경회로를 통해 측두엽

에 전달되는데 이를 무엇체계(what system)하며, 공간이나 움직임정보는 배측경

로(dorsal stream)라는 신경회로를 따라 측두엽으로 전달되며 이를 어디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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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system)라고 한다. 사람의 뇌활동을 조사하는 뇌영상 연구에서 시각속성

이 뇌의 다른 부위에서 처리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간의 뇌기능 지도를 만드

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시각뇌의 기능이 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뇌영역에서 병렬적인 정보처리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게 되

었다(하코다 유지 외, 2018). 

   디자인은 문제해결과 더불어 대상의 조형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시각적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뇌파와 뇌영상 등을 활용한 실험 연구의 결과를 보면 시각정보 또는 시각적 문

제해결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다른 전공자 또는 일반인과 차별화되어 있음이 보

고되었다. 디자인 프로세스의 정보처리 활동에서, 많은 연구들이 시각적 자료가 

중요한 역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Celine Mougenet과 Carole Bouchard(2009)는 디자인 행위를 암묵적 프로세

스(implicit process)와 명시적 프로세스(explicit process)로 구분하였다. 명시적 

프로세스는 시각적 요소들을 사용하거나 창조하는 행위들로 구성되며, 암묵적 프

로세스는 외부 정보의 연산 등의 정신 활동으로 구성된다. 시각적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고 창조하는 행위는 디자인 활동의 차별성으로 다수의 디자인 연구는 관

찰과 평가가 용이한 명시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주로 다루고 있다. 명시적 디자인 

프로세스의 디자인 행위는 스케치(sketching), 시각자료의 검색(browsing visual 

material), 비유를 통한 추론(reasoning by analogies)로 구분하였다. 스케치는 디

자이너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며, 스케치는 

새로운 아이디어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디자이너는 스케치를 통해 자신

의 심상(mental image)을 외부로 시각화함으로써, 스케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공간(visio-spatial) 작업 기억에 과도한 부담을 방지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Bilda & Gero(2007)는 6명의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숨겨진

(blindfolded) 조건과 스케치(sketching) 조건에서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비교하였

다. 숨겨진 조건의 전체 인지적 활동과 지각 활동이 스케치 조건에 비해 디자인 

활동이 시작된 20분 후에 크게 낮아졌다. 이를 연구자들은 숨겨진 조건이 더 높

은 수준의 인지적 활동을 요구하며, 스케치를 하지 않았을 때 디자이너들이 시공

간의 작업 기억에 더 큰 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숨겨진 조건

에서 아이디어의 발현 지수가 디자인의 다음 단계로 가면서 크게 떨어지는 것이 



- 35 -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스케치는 아이디어 발현에 크게 영향을 주며, 디자인 

프로세스에 매우 중요한 행위로 기능한다. 시각자료의 검색 과정에서 시각적 자

료는 디자인 논리 형성을 지원한다. 디자이너는 이미지를 모으고 이들을 이용하

여 이미지 포지셔닝, 트렌드 분석 등의 또 다른 시각정보를 만드는 것이 보편적

으로 활용되고 있다(Mougenet & Bouchard, 2009). 

   Malaga(2000)의 실험 연구에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그림과 단어가 창의

성 촉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일반인과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그림을 이용한 창의성 촉발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과

를 보여주었다. 연구의 흥미로운 발견은 그림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림

과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

에서 시각적 정보의 사용이 디자이너가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며, 시각적 자극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처럼 디자이너들

이 시각 자료와 정보의 활용을 통해 창의성을 획득하고, 디자인행위에 차별적 인

지 활동인 것은 분명하나, 시각 정보 외에 문자, 수치정보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어떻게 사용하고 이들 정보에 어떻게 인지적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

한적이다. 

제 2 절 디자이너의 정보처리 특성

3.2.1. 디자이너의 시각적 사고

디자이너의 사고방식에 있어 가장 차별적인 특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시각적 

사고( visual thinking)에 익숙하고, 주어진 현상과 정보를 시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한다는 것이다(이모용, 2012). 우리나라 디자이너의 다수가 

고등학교 혹은 그 이전부터 조형을 다루는 전문 교육을 받아왔으며, 디자인의 핵

심 역량으로 조형 능력과 시각적 사고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시각적 사고 개념

은 언어 중심의 사고 패러다임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시각적 사고

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시각적 개념의 

특징은 언어가 아닌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고한다는 점이다.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고할 때 나타나는 정보처리 관점의 장점들은 주로 이미지의 제시 자체가 효과

적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미지의 제시가 촉발하는 지각적 처리과정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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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한다.

   아른하임(Arnheim)은 시각적 수준에서 처리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인지과

정을 ‘시각적 사고’로 규정하였다(Arnheim, 2004).  아른하임은 전통적으로 지각

과 사고는 구분되는 인지과정으로 간주하였으며, 지각은 외부 대상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하는 수동적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사고는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추론 

등의 높은 수준의 정신과정으로 간주하였다. 아른하임은 지각과 사고의 이분법적 

접근을 부정하고, 지각과정이 인지의 동일한 연속적 차원에 놓여 있으며 의미있

는 구조를 능동적으로 구성해내는 인지활동으로 보았다. 또한 지각은 주어진 사

태를 어떤 관점에서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지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다양하

게 구성해서 지각하는 것을 시각적 사고의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시

각적 사고는 생산적이고 창의적 사고라 할 수 있다(이모영, 2012). 

   이모영(2013)는 시각적 사고의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각의 우선성’으로 우리의 시각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극을 추구하고 탐색하여 보는 능동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지

각의 능동성과 창의성’으로 시각적 사고는 본다는 것(perception)과 사고한다는 

것(thinking)을 연결시킴으로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인지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시각적 사고는 요소들 간의 관계와 구조적 양상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대상의 

새로운 특성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역동성/상호관련성’으로 시

각적 사고는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추론과 비교하여 전

체적인 장면에서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 간의 역동적인 인지적 과정을 포

함하고 있다. 언어 기반의 논리적 사고가 언어적 상징과 기호를 사용하여 정해진 

법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를 처리하는 것에 비해, 시각적 사고는 실시간적으

로 요소들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양상을 새롭게 구성하여, 대상의 새로운 

특성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시각적 사고는 대상의 물리적 감각 

요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과의 관련성과 맥락 속에서 대상의 의미를 

찾는 ‘의미관련성’이다. 시각적 사고는 예술작품과 같은 대상을 물리적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시각적 사고의 특성과 시각적 사고에 강점을 가지는 디자이너의 

속성을 결합하여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의 핵심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

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각적 사고를 디자인 사고의 핵심으로 해석하고, 

디자인 행위에서 시각적 정보를 해석하고 시각적 형태를 만드는 과정의 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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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고 있다. 디자인 실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치의 인지적 역할을 분

석한 연구에서, 스케치는 디자이너에게 그들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며, 자신의 스케치를 시각화함으로써 아이디어의 흐름을 새로운 단계로 

끌고 간다고 밝혔다. (Tovey et al., 2003) 디자이너는 자신의 심상(mental 

image)을 스케치로 표면화하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필수적인 활동이며, 이는 새

로운 아이디어 발현하는 것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공간 작업 기억

(visuo-spatial working memory)에 과도한 부담을 가지 않도록 지원한다(Bilda 

& Gero, 2007).

3.2.2. 디자인 창조성과 인지

디자인인지의 연구에 있어 또 다른 주요한 연구 흐름으로 디자인의 창조성

(design creativity)을 인지적 차원으로 규명하려는 것이다. 디자이너의 사고와 행

위가 다른 학문과의 차별성을 가지며 이를 디자인의 창조성으로 설명하려는 접

근으로, 이는 디자인 교육에서 창의성 증진을 위한 연구와 디자인 창의적 방법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적용하려는 연구로 진행되었다. 디자인의 창의성을 규명하고, 

설명하는 연구는 주로 디자이너와 다른 전공자, 또는 일반인과 창의적 과제 수행

으로 창의성의 변수 및 요인을 추론하는 것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심리측정학(psychometry)을 사용하여 창조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여러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육학에서 창조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방법들이 진행되어 왔다. fMRI, EEG, PET와 같이 뇌신경과학의 측정기술

을 사용하여 여러 형태의 창조성 과제와 실험 절차를 통해, 뇌과학연구는 창조적 

사고 과정과 뇌활동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되었다(Adreas Fink et 

al., 2018). 

    Leslee Lazar(2018)는 fMRI 기반의 연구를 통해 디자인의 창의성을 담당하

는 뇌의 네트워크가 공간시각적 창의성, 음악적 창의성, 언어적 창의성 등 다른 

유형의 창의성의 부위와 일부 영역만이 겹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디자인의 창

의성은 다른 유형의 창의성과 인지신경학 관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디자인 인지가 인간 고유의 인지(natural cognition)인지 확인하여 전문

디자이너와 초보디자이너의 비교 실험을 한 결과, 전문디자이너들이 더 창의적인 

해답을 제시하였으며, 뇌의 활성화 패턴도 초보디자이너와 차이를 보였다. 전문

디자이너는 우측 전두엽이 좌측 전두엽과 두정엽에 비해 많이 활성화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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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초보디자이너는 좌우 전두엽과 두정엽을 함께 사용하였다. 아이디

어를 떠올릴 때 측두엽도 함께 활성화되는 등의 결과를 보여 디자인 창의성에는 

좌우 뇌를 함께 사용할 뿐만 아니라 뇌의 다양한 부위가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Daniel Schwab 등(2014)은 창조적 아이디어 발상(creative ideation) 과정에

서 뇌파의 알파 값의 변화를 측정하여, 창조적 행위에서 인지적 작용을 연구하였

다. 실험 결과 알파값의 활성화(synchronization)는 선택적이고 능동적인 인지 프

로세스와 관련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기존 사물을 창의적으로 활용

하도록 하는 과제(AU task)를 사용한 실험에서 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상

했을 때가 독창성이 낮은 아이디어에 비해 더 높은 알파 뇌파의 패턴을 보였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낮은 독창성보다 우측 뇌의 알파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Fink 등(2009)에서도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창의성이 낮은 

사람과 비교하여 그림 3-1과 같이 우측 후두엽에서 높은 수분의 알파파 활성화

가 확인되었다. 

그림� 3-1.� 창의성이� 높은� 사람(우측)과� 창의성이� 낮은� 사람(좌측)의� 창의성�

실험시� 뇌파� 비교� (출처,� DESIGNFORWARD(2012))

   

   Sergio Agnoli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성 실험에 있어 ‘serial order’

라고 불리는 현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AUT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시간이 경

과하면 대안이 되는 아이디어 수는 감소하는 대신 독창성(originality)은 증가한

다는 것이다. AUT 과제 수행애서 가장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발견은 

전두엽과 측두두정부(temporo-parietal)에서의 알파파의 활성화이다.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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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는 동안에 알파파워값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프로세

스의 하향식 통제와 높은 수준의 의미론적 프로세스(high-level semantic 

process)에 관여된 억제적 기능들을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상과 같이 

창의적 사고에서 알파파와 같이 뇌파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디자인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정보 유형에 따른 인지적 반응에 대한 연구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3.2.3. 뇌가소성

디자인 전공자들이 시각적 사고를 하고 시각정보 처리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되는 것이 뇌가소성(brain plasticity)이

다. 뇌가소성이란 뇌의 기능이나 구조가 경험이나 자극, 환경에 의해 변화되는 

특성을 지칭하며, 뇌는 일생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언어, 운동 등을 

습득한다. 뇌는 신경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뇌가소성은 

신경가소성(neuronal plasticity)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경가소성은 신경회로가 

주변의 자극이나 경험에 의해 변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뇌가소성은 기능적 가소

성과 구조적 가소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능적 가소성은 특정 기능을 담당했

던 뇌 부위가 환경에 의해 다른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구조적 가소성은 

뇌를 구성하는 세포의 구조가 외부환경에 의해 변할 수 있는 특성이다. (박수원, 

2015) 교육과 훈련에 의해 뇌의 기능과 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구조적 가소성에 

해당한다. 

   1960년 미국의 연구 심리학자 마크 로젠츠바이크(Mark Rosenzweig)와 동료

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쥐를 만들어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자극이 결핍된 

환경, 단순한 환경, 자극이 풍부한 환경에서 길러 보았다. 그러자 자극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란 쥐들은 시냅스의 숫자가 적고, 뇌의 크기가 작고, 기억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수치도 낮았다. 달리 말하면 뇌의 발달은 경험의 크게 좌우

된다는 의미다(캐서린 레브데이, 2016)  이는 지난 100년간 뇌과학에서 가장 대

표적인 연구 성과로 꼽히는 것으로 ‘뇌는 훈련하면 변화 한다’라는 명제를 던진 

것이다. 2000년 영국 런던대학의 2000년 8월, 런던대학의 엘리너 매과이어

(Eleanor Maguire) 교수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 런던의 택시

기사의 뇌를 조사한 결과 베테랑 운전사일수록 해마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런던 택시 운전기사들의 뇌를 관찰해 보면, 해마 뒷부분(posterior 

hippocampus)이 일반인보다 큰 대신에 해마 앞부분(anterior hippocampu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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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정도는 택시 운전 경력이 길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해마는 공간지각 및 공간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

문에 택시운전경험이 해마의 구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로 음악가는 일반인이나 아마추어 음악가에 비해 시각, 청각, 움직임 조절

에 관련된 뇌 영역이 더 크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시각에 관련된 뇌 부위는 음

악가가 악보를 볼 때, 청각에 관련된 부위는 음악을 들을 때, 움직임 조절에 관

련된 부위는 악기 연주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더 커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

다.(Gaser C & Schlaug G., 2003) 현악기 연주경험과 왼손 새끼손가락을 표

상하는 뇌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Elbert et al., 1995)에서, 현악

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연주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왼쪽 새끼손가락

을 표상하는 뇌의 영역이 넓었다. 또한 현악기를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왼

손 새끼손가락을 물리적으로 자극할 때 뇌에서 보이는 반응의 세기가 높았

다.

   미국 러트거스대학의 트레이시 쇼어스(Tracy Shors) 교수가 2004년 8월 ‘신

경과학저널(The Journal of Neuro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쥐의 기억

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물을 학습시키면 쥐의 해마 신경세포가 증식된 사실

을 발견되었으며, 기억력이 뛰어난 쥐일수록 새로운 신경세포가 더 많이 생겨났

다는 것이다. 

   뇌가소성은 뇌발달 시기와 연계하여 교육의 결정적 시점에 대한 논란을 불러

오기도 하였다. 일부 신경과학자와 교육학자들은 12세까지 발달적인 시냅스 생

성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가 뇌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이 결정적 시기 동안 아

동이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배운다고 주장하였다. 언어, 음악, 수학 같은 능력을 

개발하려면 사춘기 이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으며, 학습의 용이함과 효율성은 연령에 기초한 뇌성숙보다

는 선행경험에 크게 좌우된다. Means와 Voss는 영화<스타워즈> 3부작의 스토리 

이해도를 영화를 3회 이내로 본 초보자와 4회 이상 본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

하였다. 피험자의 연령은 7세에서 19세로 다양하였으나, 연령을 막론하고 세 개

의 학습과제 각각에서 초보자보다 전문가가 더 배웠으며, 전문가나 초보자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학습이 증가했다는 점이다(Antonio M. Battro et al., 2009).

평균연령 24세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생물학, 화학, 물리학, 해부학, 생리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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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과 필기시험을 치루기 전 3개월, 시험을 본 후 2일 이내, 그리고 3개월 

뒤 총 3회의 걸쳐 뇌 영상을 비교하였다. 시험 전후로 뇌 변화를 확인한 결

과 두정엽에서 회색질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증가는 3개월 영

상촬영에서 유지되고 있었다(박수원, 2015). 

   발달신경관점에서 사춘기 이후에 뇌 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뉴런의 구조가 변

화하지 않아 어떤 학습이든 제약을 받지만, 뇌체계의 연결이 기능적으로 수정되

어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며 학습하는 동안 새로운 뉴런 회로가 발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Antonio M. Battro et al., 2009). 심리학 연구에서도 연령을 막론하

고 뇌의 성숙도와 학습용이성 및 효율성의 관계는 선행 경험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불일치하였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인기에도 학습 수준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연령에 관계없이 특정 능력을 지

속적으로 발달,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운전 게임을 통해 멀티태스킹 훈련

을 한 노인들은 전두엽의 베타파가 증가되고 주의집중력과 작업기억력이 향상되

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훈련 6개월 이후에도 나타났다(Anguera 

et al., 2013).   

   뇌가소성에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학습과 훈련 환경이 사람의 뇌발달과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Matties(1982)는 우리 뇌의 적응 가소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본다. 첫째 종류는 뇌의 신경체제에서 어떤 물리적, 화학적, 신진

대사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경 체제가 본래 지니고 있었던 기능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의 적응 가소성이다. 둘째, 뇌의 신경체제가 성

숙하고 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즉 가소성의 현상이다. 셋째 종류

의 적응 가소성은 유기체가 서로 다른 종류의 환경에 접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학습을 함으로써 보여지는 서로 다른 정보처리과정 또는 적응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을 가리킨다(박수원, 2015).

   뇌가소성은 환경에 의해 뇌가 변할 수 있고 경험과 교육이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동시에 학문적 배경을 달리하는 전문성을 가

진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인지 활동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이 될 수 있

다. 뇌를 대상으로 한 신경과학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뇌기반 교육에 대한 연구도 

확산되고 있다. 교육과 관련된 신경과학연구의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미지의 영

역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인지과학의 다양한 연구방법들에 의해서 발견된 내용

들 일부가 교육에 조심스럽게 수용되고 있다. 신경과학 연구는 첨단장비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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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인간의 사고과정과 정서 상태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으로 인지과

학연구와 교육방법 개발에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3.2.4. 디자이너 정보처리 연구의 과제

디자인행위를 대상으로 인지 과정을 규명하는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디자인에 새

로운 통찰을 얻고 연구의 결과를 디자인 프로세스와 디자인 교육 등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사회적으로 디자인사고를 차별화된 인지과정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디

자인행위에서의 인지활동의 특성과 다른 직업군 또는 비전문가와의 차이를 밝히

고자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자인사고의 핵

심을 창조적 사고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창조적 사고의 본질, 도구,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디자이너의 창조성이 시각적 정보와 

시각적 매체의 사용과 스케치와 같은 시각적 결과물을 제작하는 과정과 관련성

이 확인되었으며, 창조성에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디자이너의 시각적 정보를 

다루고 조작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뇌파, fMRI 등의 측정장치를 활용

한 실험을 통해 창조적 활동에서의 뇌활동 부위를 확인하고, 디자이너와 디자이

너가 아닌 사람들과의 인지활동의 차이가 뇌활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의 연구는 디자인행위를 시각적 정보와 조작(manipulation)

으로 한정할 위험이 있으며, 오늘날의 디자인이 조형을 창조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하여 사물, 공간, 시각매체, 서비스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며, 이에 따

라 시각정보 외에 다양한 정보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수의 연

구들이 문제해결과 디자인행위를 구별하면서 사이몬(H. Simon)의 디자인을 정의한 

것에 따라 해답이 없는 허술하게 정의된 문제(ill-defined problem)의 패러다임에 

고수하고 있다. 디자인행위는 정보의 수집, 문제해결, 그리고 조형의 창조까지를 단

위 직무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활동이며, 이 과정에는 문자, 수치, 이미지, 통계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와 데이터를 다루어야 한다. 디자이너가 풍부한 지식

과 경험이 많을수록 보다 창조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들도 존

재한다. 디자인행위와 디자인프로세스 연구를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다루어야 하는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시각정보를 중심으로 다루

던 것에서 문자, 수치 등 다른 유형의 정보를 디자이너가 어떻게 인지하고, 이해하

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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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실험 설계

4.1.1. 실험의 개요

본 실험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뇌 활동을 보여주는 뇌전도(EEG)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대학의 전공에 따라 정보 처리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 비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상대적으로 문자(언어), 수식(논리), 이미지(시각)정보를 집중

적으로 다루도록 구성된 전공 교육을 받은 피험자들이 이들 정보로 구성된 과제

를 수행할 때의 뇌 작용을 관찰하고, 비교함으로써 전공과 특정 정보처리에 있어 

차이 및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피험자들의 전공과 정보처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연구 문제들을 중심으로 실험과 조사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① 피험자들에게 문장을 만드는 과제, 수식을 완성하는 과제, 이미지를 조합하는 

과제 등 특정 정보로만 구성된 과제 수행에서 뇌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② 피험자가 수행하는 정보처리 과제는 성공 여부는 실험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

으며, 특정 유형의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뇌파 변화만을 측정한다.  

③ 피험자들에게 언어능력, 수리·논리력, 시각예술능력 항목에 대한 직업적성을 

직업적성평가 시험을 통해 조사하여, 적성과 정보처리 특성과 관계를 살펴본

다.

④ 피험자들에게 수행했던 3가지 과제에 대해 자신에 생각하는 난이도를 평가하

도록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피험자와 쉽다고 느낀 피험자 사이의 뇌파 측정값

을 비교한다. 

⑤ 상기 실험에서 측정한 뇌파 값을 상태베타, 상대감마, 집중력지표, 활성화지

표(SEF 50%), 인지부하도(SEF 90%)의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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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실험의 진행

본 연구는 과제 수행시의 뇌파측정을 통한 피험자의 인지 활동 분석과 피험자의 

적성 및 난이도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실험은 2020년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실험은 2차례 예비 실험과 본 실험으로 나뉜다. 예

비 실험은 실험 방법의 유효성, 실험에서의 데이터 유효성, 실험 절차, 과제의 

적절성 그리고 분석 방법 등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실험에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해 뇌파 측정 실험만으로 시행하는 것에서 

피험자의 개인적 인지 특성을 반영, 비교할 수 있도록 적성평가와 난이도조사가 

추가되었다. 표 4-1과 같이 예비 실험과 본 실험의 참여자는 중복되지 않도록 

모집하였다.

실험 

차수
실험 기간 참여자 설명

예비 
1차

2020년 
12월

학부생 2인, 일반인 
1인

문자정보와 이미지정보에 따른 뇌파실험의 
유효성 확인,
실험 문제의 유효성 확인

예비 
2차

2021년 
2월

학부생 3인 
(디자인전공,공학전
공, 인문학전공 각 

1인)

전공별 정보 유형별 뇌파 실험의 유효성 
확인, 
실험 과제 난이도 및 시간 결정.
실험자 선정 범위 확인

본 실험
2021년 

4월

디자인, 공학, 인문 
전공 각 10인, 총 
30인 (대하 3학년 

이상)

정보 유형별 뇌파 실험
직업적성검사, 난이도 조사

표� 4-1.� 실험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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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예비 실험과 결과 반영

예비 실험은 본 실험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본 실험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

게 수행하기 위한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4.2.1. 예비 1차 실험

1차 예비실험은 파일롯 테스트로 참여자들이 문자 정보의 과제와 이미지 정보의 

과제를 수행할 때 뇌파 데이터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험 목적에 적합한 

실험 과제 작성을 위해 수행되었다. 1차 예비 실험에서는 전공별로 구분하여 참

여자를 모집하지 않았으며, 시각정보처리와 문자정보처리에서의 뇌파 특성 비교

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 4-1과 같이 문자정보 처리과제는 12개로 구성된 단어

카드를 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것이었으며, 시각정보 처리과제는 9개의 

그림 조각을 조합하여 색과 형태가 완성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제시하였다. 피

험자 머리 8개 부위에 뇌파 측정 센서를 설치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의 뇌

파를 측정하였으며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실험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

였다. 

그림� 4-1.� 1차� 예비실험에� 제시된� 문자정보과제(좌측)와� 시각정보과제(우축)�

뇌파 측정 데이터는 과제 수행동안 나타나는 베타파와 감마파의 상대비율로 주

파수 분석을 하였다. 그림 4-2와 같이 동일한 피험자에게 문자정보과제와 시각

정보과제에 따라 상이한 뇌파 특성이 관찰되어 정보유형에 따른 뇌파 실험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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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과제수행에 제시된 시간이 70초로 짧고 카드를 조합

하는 방식의 과제로 피험자들의 과제 수행의 행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으며, 실험 상황은 사진으로 기록하기로 하였다.

그림� 4-2� 1차� 예비실험에서� 측정된� 상대베타값� (좌측� 문자정보처리,� 우측� 시각정보처리)

1차 예비 실험 과정과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첫째 동일 피험자에게서 문자정보와 시각정보 처리의 차이 비교는 신경과

학과 인지심리학에서 많은 선행연구가 있어 새로운 학술적 발견이 어려다. 시각

정보, 문자정보, 수치정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전공자, 인문학전공자, 

공학전공자를 대상으로 실험 대상과 실험 내용을 변경하였다. 둘째 본 실험의 목

적은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유형에 따른 뇌파의 차이를 밝히

는 것으로 제시된 시간에 풀 수 없는 난이도를 가진 문제가 적합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예비 실험에서 제시된 70초에 이내에 피험자들이 시각정보처리 과제

를 모두 풀어 시각정보과제의 난이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정보 유형별 뇌파 

활동을 측정하는데 70초는 실험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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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예비 2차 실험

2차 예비실험은 1차 예비실험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실험 대상자를 디자인, 공학, 

인문학 전공으로 구분하였으며, 실험 과제의 정보 유형도 문자, 시각, 수치 세 

가지 유형으로 개발하였다. 각 과제의 난이도는 뇌파 측정 시간인 70초에 풀 수 

없는 수준으로 이는 별도의 파일롯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였다.

    2차 예비실험은 디자인(건축디자인) 전공자, 공학(산업정보시스템전공) 전공

자, 인문학(행정학전공) 전공자 등 모두 3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실험의 

결과 실험 과제의 난이도와 뇌파 실험의 유효성은 확인되었으나 실험 진행과 데

이터 분석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정보 유형별 실험에서 과제 수행 방식을 잘 못 이해하여 다른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거나 질문을 하여 뇌파에 간섭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에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이 시각정보과제, 문자정보과제, 수치정보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실험에 앞서 간단한 예비 과제를 수행하도록 보완하고, 실

험 중에는 말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둘째 디자인전공자로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탁월한 수리·논리력을 발휘하였

으며, 공학전공자는 전공 특성상 공학과 경영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어 문자정보 

독해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디자인전공, 공학전공, 인문학전공

의 피험자들은 시각정보, 수치정보, 문자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공으로 한

정하여 선발하였다. 

   셋째 실험 데이터 분석 결과 피험자의 전공별로 정보 유형별 정보처리 특성

의 차이가 선행연구물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기댓값처럼 크게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피험자 전공의 다학제적 특성과 더불어 개인적 인지 능력과 특성의 차

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유추하였다. 이에 뇌파 실험과 함께 피험자의 개인적 

인지 특성과 특정 정보 처리의 경험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검사와 수

행한 과제에 대한 난이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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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본 실험 설계

본 실험은 2021년 4월 10일부터 5월3일 기간동안 대학 3학년 이상의 디자인전

공자, 공학전공자, 인문학전공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의 참가자는 

구인 사이트를 통해 실험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4.3.1. 실험의 구성

실험의 왜곡과 교란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험과 조사를 진행하였다.(그림 4-3)

① 참가자에게 실험의 목적과 내용을 알리고, 실험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② 참가자 머리에 뇌파측정 장치를 씌우고, 각 과제별로 간단한 행태로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험 중 주의 사항을 알려주었다.

③ 문자과제, 수치과제, 시각과제 등의 진행 순서는 참가자 전공에 관계없이 무

작위 순서로 진해하여, 순서에 따른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④ 참가자에게 과제별로 70초 동안 과제 수행시의 뇌파를 측정하였으며, 정답의 

여부는 평가하지 않았다.

⑤ 뇌파 측정을 마친 참가자에게 언어능력, 수리·논리력, 시각예술능력 항목에 

대한 직업적성조사와 수행한 과제에 대한 난이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 49 -

그림� 4-3.� 실험의� 구성

4.3.2. 실험 참여자 

(1) 실험참여자의 구성

실험과 조사에 참여자는 디자인, 인문학, 공학을 전공하거나 전공했던 대학 재학 

3학년 이상의 학생과 일반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연령은 21세에서 40세로 제한하

였으며 성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뇌파 실험은 잡음비가 높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피험자가 필요하며, 

표 4-2와 같이 전공별 10명은 연구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숫자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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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류 인원
성별 평균 

연령
참가자들의 전공

남 녀

인문학 10 9 1 27.2
경영, 철학(2),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영문, 

철학(2), 정보사회학(2), 문헌정보, 부동산

공학 10 8 2 26.9
컴퓨터공학((4) 건설시스템, 생명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자동차공학, 전기전자공학

디자인 10 7 3 29.2
실내디자인, 산업디자인(5), 금속디자인, 

환경디자인(2), 시각디자인

합계 30 24 6 27.8

표� 4-2.� 실험의� 참가자� 연령과� 전공

(2) 실험 참가자에 대한 동의 

실험과 조사에 참가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안내하고, 피험자의 전공과 연령이

외에 어떠한 개인 정보도 수집되지 않으며, 실험에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이

외에 다른 목적에 활용되지 않음을 고지하고 실험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소정의 연구 참가비가 지급되었다.  

4.3.3. 실험 과제

(1) 수행과제 및 도구

피험자에게 문자, 수치, 이미지 등 특정 유형의 정보로만 구성된 과제를 수행하

도록 한다. 뇌파는 간섭과 자극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과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중 뇌파 간섭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도록 하고, 뇌파 실험 중에 피험자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

였다. 각 과제 수행에 앞서 피험자에게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비과

제를 30초 내외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험자가 실수로 말을 하거나 잘못된 방

식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실험을 멈추고 새로운 문제로 동일한 과제를 수행

하였다. 

① 문자정보 과제

그림 4-4와 같이 단어 카드를 제시하고, 주어진 모든 단어카드를 사용하여 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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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도록 한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당한 방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

되기 때문이다.”

그림� 4-4.� 문자정보과제,� 제시된� 단어� 카드를� 조합하여� 문장� 만들기

② 수치정보 과제

그림 4-5와 같이 수식의 빈칸을 제시된 숫자 1, 3, 4, 5, 8, 9를 하나씩 넣어 등

식을 완성하도록 한다.

그림� 4-5.� 수치정보과제,� 비어있는� 칸에� 숫자를� 넣어� 등식� 완성하기

③ 시각정보 과제

그림 4-6과 같이 9개의 그림 조각을 조합하여 형태와 색이 연결되도록 가로/세

로 3×3 이미지를 완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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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시각정보과제,� 9개의� 정사각형� 이미지를� 조합하여� 완성된� 이미지� 만들기

(4) 실험장비

건식 뇌파측정 장비 CGX Quick-20r을 피험자 머리 부위에 씌우고 피험자에게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실험 장비는 8개의 센서(채널)가 있어 피험자의 뇌 8개 

지점으로부터 뇌파 신호를 측정한다. 전극 부착부위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10-20 전극 배치법 (10-20 system) 사용을 하며, 본 실험에서는 그림 4-7과 같이 

전전두엽(Prefrontal) 부위에 2개, 전두엽(Frontal)부위에 2개, 두정엽(Parietal)부위

에 2개, 후두엽(Occipital) 부위에 2개 모두 8개 지점에서 뇌파를 측정한다.본 연구

의 실험에서 사용된 8개의 전극은 전전두엽 2곳(Fp1, Fp2), 전두엽 2곳(F3, F4), 

두정엽 2곳(P3, P4), 그리고 후두엽 2곳(O1, O2)이 되며,  각 전극을 표시한 수치 

중 홀수 좌측 반구, 짝수는 우측 반구를 의미한다. 전전두엽의 Fp1, 전두엽의 F3, 

두정엽 P3, 후구엽의 O1는 좌측 반구의 뇌파를 측정하며, 전전두엽의 Fp2, 전두엽

의 F4, 두정엽 P4, 후구엽의 O2는 우측 반구의 뇌파를 측정한다.

그림� 4-7.� 뇌파� 실험장비(좌측)와� 10-20� 전극배치법의� 8개� 측정� 지점(붉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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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적성평가와 설문조사

피험자들의 전공과 함께 피험자들의 전공에 요구되는 적성을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 및 진로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에서 개발된 ‘중·고등학교 대상 직업적성검사’를 피험자에게 실시하였다. 

‘중·고등학교 대상 직업적성검사’는 모두 11개 영역에 각 8개의 문항으로 총 88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 4-3과 같이 실험 내용과 상관

성 높은 인문학 전공과 관련이 높은 언어능력, 공학의 기본 역량이 되는 수리·논

리력, 디자인전공에 필요한 예술시각능력과 같이 3개 영역의 24개 문항으로만 

피험자의 적성을 평가하였다.

검사 영역 설명
본 실험에

활용

신체·운동능력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동작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

-

손재능 손으로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 -

공간지각력 머리 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 -

음악능력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여 감상할 수 있는 능력 -

창의력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

-

언어능력
말과 글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수리·논리력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자기성찰능력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자원들을 관리하는 능력

-

대인관계능력
조직 속에서 구성원들과 협조적이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

자연친화력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며, 자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탐구, 보호할 수 있는 능력

-

예술시각능력
선, 색, 공간, 영상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화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

표� 4-3.� 직업적성검사의� 적용

실험을 마친 피험자들에게 문자정보과제, 수치정보과제, 시각정보과제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난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5점 척도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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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4.4.1. 뇌파의 이해 

뇌파(electroencephalogram: EGG)는 두뇌의 뉴런들 내에서의 이온 흐름에 따른 

전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전류의 흐름 및 이를 측정하는 것을 모두 뇌파라 

정의한다. 뇌파는 뇌의 활동, 측정시 심신의 상태 및 뇌기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시공간적으로도 변화한다. 뇌파는 뇌의 활동 상황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측정법은 뇌의 다양한 지점사이의 전위의 차이를 기록하

여 뇌파를 그려내는 것으로, 뇌 기능과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방법이다. 

   뇌파를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 두피 뇌파(scalp EEG)와 두내강 내 뇌파

(intracranial EEG: iEEG)로 나눌 수 있다. 두피 뇌파는 두피에 부착된 전극

(electrode)을 이용하여 머리 표면에 형성되는 전위차(potential difference)를 측

정하는 것이고, 두내강 내 뇌파는 수술을 통해 두 개골을 절개하고, 대뇌 피질 

표면에 전극을 부착하여 대뇌피질에 형성된 전위차를 측정하는 것이다. 

   뇌파는 다른 측정 방법보다 공간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높은 시간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과제 수

행 등의 시간에 따른 뇌파의 변화를 확인하기 용이하다. 둘째 피험자에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 다양한 과제 수행 중에도 뇌파를 측정할 수 있다. 널리 

사용되는 뇌파 장비들은 모자와 같이 구조로 장착 후에 쓰기, 그리기. 만들기 등 

디자인의 일반적인 조작적 행동을 하여도 측정에 무리가 없다. 셋째 다른 측정법

에 비해 뇌파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누적되어 측정된 신호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잘 알려져 있어, 분석과 해석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에 뇌파는 두개골 밖에서 전위차를 측정하기 때문에 공간 해상도가 낮아 

뇌의 특정 활성 부위를 정확하기 알기 어렵다. 신호대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가 불량하여 다양한 잡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실험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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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뇌파의 정량화 분석

뇌파의 정량적 분석은 현재 임상적, 인지심리학적, 공학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활동되는 기술이다. 뇌파는 특히 각성수준의 지표로서 유용하다. 혼수상태에서부

터 강한 정서적 흥분상태에 이르기 까지 뇌파는 다른 파형을 그리고, 낮은 수준

에서 높은 의식수준까지의 정상적인 파형이 잘 확립되어 있다. 측정된 뇌파는 표 

4-4와 같이 1~50Hz의 주파수와 약 10~200uV의 진폭을 가지게 되는 데, 뇌파

는 주파수와 전압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대한뇌파신경생리

학회, 2017).

(1) 델타파(delta oscillation) 

델타파는 일반적으로 1~4Hz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며, 정상적인 수면 상태 측정

되는 파형으로 수면 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세타파(theta oscillation) 

진폭이 4~8Hz인 파동을 세타파라고 하며, 두뇌의 다양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다.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에 정수리 바로 앞쪽 중앙 부위에서 4~7Hz

의 리듬이 관찰된 것이 세타파의 시작이다. 정중 전두부 세타파(frontal midline 

theta oscillation)는 기억의 부하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고 과제 수행 후 세타파

의 증가가 유지되고 수행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정중 전두부 세

타파는 인지과제와 같은 작업 시에 이와 관련된 정상적인 피질-피질하 회로의 

활성화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3) 알파파(alpha oscillation)

알파파는 8~13Hz의 주파수 범위의 매우 리드미컬한 파형으로 눈을 감은 휴지기 

상태에서 나타나는 주요 뇌파이다. 알파파는 시각시스템의 게으름을 반영하는데, 

눈을 감으면 증가하고 눈을 뜨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를 알파 차단

(alpha blocking)이라 한다.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도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면 

머리 앞부분의 알파파의 진폭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수를 했을 때는 과

제 수행 전에 알파파의 활성이 관찰되었고, 실수 후 더욱 집중해서 과제를 할 

때는 알파파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주의력 부재로 인한 실수 유발과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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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알파 진폭은 자극의 제시에 앞서 휴식 조건에서 가

장 명확하게 나타나며, 감각적 자극이 제시될 때 전형적으로 감소한다.

(4) 베타파(beta oscillation) 

베타파는 알파파의 상한선이 주파수 13Hz보다 빠른 빈도의 파형이고. 정상 상인

의 각성 뇌파 상태로, 전두-중앙 부근(frontal-central regions)에서 흔히 관찰된

다. 베타파의 상한선 영역은 완전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30Hz 이상의 주파수 대

역에 대해서는 베타파와 구별하여 감마파로 따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깨

어있을 때, 말할 때와 같이 모든 의식적인 활동에서 나타나는 뇌파로 인지 과제

에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파형이다. 불안한 상태나 긴장 시, 복잡한 계산 처

리 시에 우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전두협의 베타파는 낮은 진폭과 불규칙한 패턴의 율동성을 특징으로 하며,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의사결정과 같은 인지과제 수행시 주로 활성화되어 강하

게 나타난다. 과제를 수행할 때는 단순히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비해서 베타파의 

강한 활성을 관찰할 수 있다. 과제의 난이도에 비례하여 베타파의 활성화가 강하

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5) 감마파(gamma oscillation) 

감마파는 30Hz 이상의 높은 빈도의 주파수로 과거 아날로그 뇌파 기기로는 측

정할 수 없었으나, 디지털 뇌파기기 도입 이후 연구가 급증하였으며 40Hz 대역

의 감마파가 가장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감마파는 지각과 인지의 통합과 

같은 고위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감마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만한 이론은 정립되지 못했다. 시각적으로 유의미한 자극

을 인지할 때, 시각 피질 영역에서 감마파가 형성되었다는 보고되었다. 감마파는 

기억을 단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때나, 장기 기억을 다시 불러올 때도 감마파의 

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감마파가 지각 및 인지과정의 다양한 뇌의 

피질 활동을 반영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다양성 및 신호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이론은 정리되지 못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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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MR파(Sensory Motor Rhythm)

SMR파는 중심주파수는 12.7Hz이고, 12~15Hz의 범위에 있는 빠른 뇌파를 지

칭한다. 최근 발견된 아주 중요한 뇌파의 하나로, 수동적 두뇌 활동상태, 귀 아

래에서 뇌 중심까지의 대뇌 신피질 영역에 지배적으로 발생한다. 간단한 집중력

이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나며, 의식 상태에서는 긴장 이완 요구될 때 

나타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쉽고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

태에 나타난다. 베타파에 비하여 아주 적은 에너지로 모든 일을 쉽게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일반적으로 낮 동안 80% 이상이 SMR파를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주파수 대역 파형 뇌의 상태

DELTA 1~4 Hz
숙면 상태

(정상 수면 상태)

THETA 4~8 Hz
졸리는 상태, 명상, 산만함 

(정서적 안정 상태)

ALPHA 8~13 Hz
집중이 느슨하고 멍한 상태 

(긴장이 이완된 상태)

BETA 13~30 Hz
활동적 상태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상태

GAMMA 30 Hz 이상
흥분, 높은 집중과 각성 

상태

표� 4-4.� 뇌파 주파수 대역과 특성

4.4.3. 뇌파 데이터의 분석

뇌파는 시간에 따라 다양한 주파수들이 합쳐서 이루어지는 복합파동이다. 시간에 

대한 정보 없이 특정 주파수의 양을 분석하는 것을 ‘주파수 분석’이라고 한다. 

본 실험에서 뇌파 측정 장비를 통해 기록되는 뇌파의 변동은 약 1~50 Hz의 주

파수대역에서 전위변동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 주파수 분석법을 

사용하는 데, 이는 전체 주파수 영역의 절대파워에 대한 특정 주파수 영역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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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워 비율을 뜻한다. 이처럼 파수 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우세한 주파수 영

역을 파악할 수 있고, 활성화된 뇌 기능 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

대주파수 분석에 상대값은 백분율이 아니라, 파동을 푸리에(Fourier)변환으로 구

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파워(power)라 불린다. 푸리에 변환을 거치면 뇌파는 시

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값이 변환되는데, 푸리에 변환으로 생성된 값을 정

량적 분석에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는 전체 주파수 대역 1~50 Hz에서 

인지 활동이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대 베타파(13~30Hz/4~50Hz)와 상대 

감마파(30~50Hz/4~50Hz)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측정 위치로 사용된 8개의 전극에서의 베타파와 감마파의 상대 주

파수 분석을 통해 피험자의 전공과 정보유형에 따라 뇌파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측정된 뇌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경과학에서 뇌 활동 분석에 사용되는 집중력

지표, 인지부하도(SEF 95%)의 지표를 활용하여 실험을 분석한다.

4.4.4. 뇌의 엽과 기능

뇌전도는 뇌골격 외부에서 전류량의 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뇌의 해부학적, 기능

적 영역과 역할을 기준으로 뇌파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추정할 수 있다. 뇌파를 

측정하는 지점은 뇌의 대뇌피질에 해당하며, 대뇌피질은 크게 네 개의 엽(영역)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임상 분석, 뇌영상연구 등을 통해 그림 4-8과 

같이 네 개의 엽에 대한 밝혀진 기능과 인지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윤은영, 

2018).

그림� 4-8.� 대뇌피질의� 4개�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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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엽(이마엽, frontal lobe)은 대뇌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복잡한 사

고와 문제 해결, 추리, 행동통제와 조절, 계획 등 인간의 고차원적 생각과 행동

을 관장하는 집행관리 및 중앙통제의 기능을 한다. 전두엽은 많은 과제를 처리하

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두엽이 뇌의 다른 부위와 가장 많은 연결을 이

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두엽은 가장 정교한 형태의 신경망을 이루

고 있어 다른 모든 뇌 부위의 활동을 운영하고, 조정하며 통합할 수 있다. 전두

엽은 어떤 일에 몰입할 동안 가장 활성화되는 곳으로 익숙하거나 반복적인 일을 

할 때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과학자들은 뇌 활동영

상을 통해 인간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양쪽 전두엽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과제가 새로울수록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의 양이 많아지고 과제

가 익숙할수록 혈류량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할 때 

최초로 관여하는 부위가 전두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양쪽 전두엽이 서로 독립

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과제를 활용한 실험에

서 참가자들이 새롭고 알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동안 우전두엽이 좌전두엽보다 

덜 활발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이 해당 과제를 연습하고 숙련이 

될수록 좌전두엽이 더 활기를 띠었으며 우전두엽보다 혈류의 이동도 많아졌다. 

즉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할 때는 우전두엽이 주로 활성화되다, 연습을 통

해 그것이 익숙해지면 좌전두엽이 활성화된다(조 디스펜자, 2009)

   전두엽의 앞쪽 부위인 전전두엽(frontoploar/ prefrontal cortex)은 가장 고차

원적인 의식과 인지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으로, 다른 연합영역들의 정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전전두엽은 자기를 인식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억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통찰력

을 요하는 인지작용을 주관한다. 통찰력을 요하는 인지활동에는 단기기억에 의존

한다. 

   두정엽(마루엽, parietal lobe)은 몸에 들어오는 다양한 감각을 받아들이고 처

리하는 체감각(體感覺) 영역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조합하고. 문자를 

조합하여 의미와 생각을 만드는 곳이다. 시공간 주의력과 관련 있으며, 읽고 쓰

고 계산하는 처리 과정에 적극 개입한다. 수학과 물리학에 필요한 입체, 공간적 

사고, 계산 및 연산 기능을 담당한다. 

   측두엽(관자엽, temporal lobe)은 일차청각피질이 위치하고 있어 소리 정보를 

처리하는 데 관여한다. 후두엽과 연결되어 사물의 인식과 같은 시각정보처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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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한다. 두정엽의 시각정보처리 시스템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능하고, 

측두엽의 시각정보시스템은 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기억을 한다. 

    후두엽(뒤통수엽, occipital lobe)은 대뇌피질의 가장 뒤쪽에 위치하며, 영역

도 가장 작다. 후두엽의 핵심 기능은 눈에서 들어오는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것으

로, 망막에 맺힌 이미지 정보는 시신경을 타고 후두엽으로 전달되고 시각정보가 

분해, 결합, 변형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친다. 후두엽에서 처리된 시각정보는 두정

엽과 측두엽 두 갈래의 경로로 나뉘어 전달된다. 두정엽에서는 물체의 위치, 빠

르기, 거리 등 움직이는 것에 대한 시각정보를 처리하며, 측두엽에서는 물체의 

색과 형태에 대한 시각정보 처리를 담당한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그림 4-7과 같이 8개의 뇌파 측정 센서를 설치하여, 

과제 수행시 해당 부위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측정, 분석하였다. 전전두엽 2개

(Fp1, Fp2), 전두엽 2개(F3, F4), 두정엽 2개(P3, P4), 후두엽 2개(O1, O2) 위

치에 센서를 설치하였으며, 각 센서에서 측정된 뇌파값과 해당 부위의 뇌 기능을 

연계하여 전공별, 적성별, 난이도별 정보처리의 인지적 특성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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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 결과

제 1 절  뇌파 측정값 분석의 개요

 

(1) 뇌파 측정 데이터 선정

인문학, 공학,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 수치, 시각 과제 실험 

수행에서 수집된 뇌파 자료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지표로는 베타파의 상대주파수 

분석값, 감마파의 상대주파수 분석값, 신경생리학적 집중력 지표(Concentration 

Index), 뇌의 각성 및 활성 정도를 보여주는 SEF(Spectral Edge Frequency) 

50% 값, 그리고 뇌의 인지부하 정도를 보여주는 SEF(Spectral Edge Frequency) 

95% 값을 비교하였다. 

    13~30Hz 대역의 베타파(Beta Wave)는 각성 및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두엽에서 잘 기록되며 주위를 집중하여 정신활동을 할 때 뇌 전체

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마파(Gamma Wave)는 

30~50Hz에 대역으로 정신적으로 높은 집중을 할 때 발생하는 특징적인 뇌파이

다. 집중력 지표는 지금까지 관련 연구를 통해 집중력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알려진 세타파(4~7Hz), SMR파(12~15 Hz) 및 중간 베타파

(15~20Hz) 3종류의 뇌파 파워 스펙트럼으로 구해지는 값이다. 집중력지표는 세

타파, SMR파 및 중간 베타파의 파워를 각각 P(θ), P(SMR), P(Mid β)라 할 

때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된다 (장윤석 & 한재웅, 2014).

 

   집중력 지표(Concentration Index) = {P(SMR)+P(Mid β)}/P(θ)

   SEF(Spectral Edge frequency) 지표는 뇌파의 파워스펙트럼 분포가 저주파에 

비해 고주파 쪽으로 얼마나 편향되었는지를 정량화 하는 방법으로 전체 주파수 

영역에 대한 면적 비로 표시된다. SEF 90% 이상은 과제를 수행할 때 느끼는 인

지부하도로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 및 과도한 정신적 각성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로 활용된다. 이는 지표값이 높을수록 파워스펙트럼 분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 에 속하는 하이 베타(high beta)파와 감마파의 비율이 높아 인지부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지영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SEF 95%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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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하지표(cognitive load)로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4개의 뇌파 분석 지표를 

사용하여 각 전공별로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에 대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 지

를 분석하였다.

(2) 뇌파 측정값의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보유형에 따른 뇌파 측정값이 피험자의 학문 전공, 개인 적성, 

피험자가 느끼는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그림 5-1과 같은 

분석 프레임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첫째 전공별로 과제에 제시되는 정보 유형

에 따라 측정 뇌파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인문학, 공학, 디자인 전공자

들이 문자정보, 수치정보, 시각정보 등 3종류의 서로 다른 정보에 대응하여 반응

하는 뇌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전공의 피험자가 특정 정보에 대해 특

이점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동일한 정보 유형 과제 수행에 있어 세 개 전공의 피험자들이 실험에서 

보이는 뇌파를 비교분석하였다. 문자, 수치, 시각 정보 등 각각 정보에 대해 전

공별 피험자들의 뇌파를 비교하여, 특정 정보에 대해 특정 전공이 가지는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피험자 개인별로 언어능력, 수리·논리력, 예술시각능력 검사 결과를 바

탕으로 분리하여, 각 항목의 직업적성을 기준으로 뇌파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

였다. 각 직업적성(능력) 지표가 높은 피험자와 낮은 피험자들의 뇌파 측정을 비

교하여 정보처리의 특성과 개인 적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넷째 피험자에게 뇌파 측정 실험 이후 각 과제의 난이도를 평가하게 하여, 

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하는 피험자 집단과 과제가 쉬웠다고 평가하는 피험자 집

단의 뇌파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 네 가지 조합의 뇌파 측정값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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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실험� 데이터의� 분석� 구조

(3) 측정 데이터의 유의성 검정

본 연구에서 피험자 실험으로 기록된 뇌파 데이터는 파워 스펙트럼을 통해 지표

화하였다. 문자, 수치, 이미지 등 3가지 정보과제를 수행한 인문학, 공학, 디자인 

3개의 전공의 피험자들의 뇌파측정값을 상대베타값, 상대감마값, 집중력지표, 인

지부하지표(SEF 95%)의 지표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각 항목별 지표는 통계적 

분석을 적용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전공별, 정보유형별과 같이 3개의 뇌파지표를 비교함으로, 통계적 유의성 분

석에는 비모수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는 각 전공별로 10명의 피험자를 대

상으로 하여 표본 수가 크지 않으며, 정규분포를 다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모평

균의 차이가 아닌 모집단의 위치가 다른지를 검정하는 비모수 기법

(nonparametric techniques)을 사용하여 유의성의를 검정하였다, 비모수 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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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 개 이상의 모집단을 비교하는 Kruskal-Wallis 검정을 적용하였다.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유의수준(p-value)이 0.05 이내에 해당하는 데이터

는 사후검정으로 비교 대상 표본수가 동일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Tukey 검

정법을 적용하였다(Keller 2018).  적성평가와 난이도 평가와 같이 두 개의 집단

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95% 신뢰수준(유의수준 0.05, 

p<0.05)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시각화 모형에 별도 표시를 하였다. 그림 5-2와 

같이 8개의 뇌파 측정지점을 표시한 시각화 모형에 유의수준에 해당하는 데이터

와 Tukey 사후 검정의 결과를 표시하였다. 

그림� 5-2.� 뇌파측정� 지표의� 시각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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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공별 정보유형 뇌파 비교

5.2.1. 인문학전공 

(1) 상대베타값 (13~30Hz/4~50Hz)

인문학전공의 피험자들은 그림 5-3과 같이 시각정보에 대해 가장 높은 베타파의 활

성도를 보였으며, 수치정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며, 새로운 경험에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진 전전두엽(Fp1, Fp2)에서 

시각정보와 수치정보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표 5-1과 같이 확인되었다.

상대베타값� (인문학�전공자)

정보유형 Fp1 Fp2 F3 F4 P3 P4 O1 O2

문자
평균 0.1995 0.2018 0.2403 0.2330 0.2842 0.2789 0.2963 0.2889

분산 0.0006 0.0009 0.0014 0.0010 0.0013 0.0024 0.0006 0.0012

수치
평균 0.1887 0.192 0.2183 0.2249 0.2649 0.2666 0.2856 0.2744

분산 0.0014 0.0012 0.0050 0.0037 0.0024 0.0026 0.0012 0.032

이미지
평균 0.2190 0.2276 0.2504 0.2515 0.2886 0.2886 0.2942 0.2999

분산 0.0026 0.0023 0.0020 0.0033 0.0022 0.0021 0.0023 0.0020

카이제곱 4.426 3.501 0.908 2.290 0.783 2.072 0.489 1.015

p 값 0.109 0.174 0.635 0.318 0.676 0.355 0.783 0.602

표� 5-1.� 인문학전공� 피험자의� 정보유형별� 상대베타값

그림� 5-3.� 인문학전공의� 정보유형별� 상대베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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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감마값 (30~50Hz/4~50Hz)

보다 높은 각성과 집중 상태를 보여주는 감마파의 경우, 인문학 전공자들은 우측 

전전두엽(Fp2), 좌측 전두엽(F3), 우측 두정엽(P4)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표 5-2, 그림 5-4) 인문학 피험자들은 전공에서 익숙한 문자정보에 

대해 가장 낮은 활성화를 보였으며, 시각정보, 수치정보에 대해 유의미한 차

이로 높은 활성화를 보였다. 

상대�감마값� (인문학�전공자)

정보유형 Fp1 Fp2 F3 F4 P3 P4 O1 O2

0.1484 0.1432 0.1644 0.1595 0.2277 0.2120 0.2636 0.2425
문자(a)

평균

분산 0.0010 0.0009 0.0017 0.0008 0.0017 0.0028 0.0015 0.0037

수치(b)
평균 0.1570 0.1513 0.1642 0.1673 0.2452 0.2351 0.2890 0.2619

분산 0.0022 0.0011 0.0025 0.019 0.0043 0.0032 0.0052 0.0063

이미지

(c)

평균 0.1584 0.1656 0.1729 0.1781 0.2338 0.2279 0.2716 0.2658

분산 0.0042 0.0028 0.0028 0.0030 0.0048 0.0045 0.0052 0.0057

카이제곱 3.9252 7.1629 6.1342 5.5819 3.7342 6.5213 0.9368 2.0052

p 값 0.836 0.028 0.047 0.061 0.155 0.038 0.0626 0.367

사후검정 - b>a b>a, c>b - - b>a - -

표� 5-2.� 인문학전공� 피험자의� 정보유형별� 상대감마값

그림� 5-4.� 인문학전공의� 정보유형별� 상대감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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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력지표

인문학전공의 피험자들은 종합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과 전두엽에서 시

각정보 과제에서 문자와 수치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력지표를 보

였다. (표 5-3, 그림 5-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중력지표� (인문학�전공자)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문자
평균 0.4861 0.4943 0.6498 0.6293 0.9368 0.9224 1.0566 1.0242

분산 0.0056 0.0122 0.0231 0.0181 0.0414 0.0624 0.0297 0.0974

수치
평균 0.4809 0.5085 0.6094 0.6526 0.9619 0.9770 1.1805 1.1233

분산 0.0165 0.0210 0.0418 0.0352 0.0609 0.0706 0.1027 0.1345
이미

지

평균 0.5756 0.6016 0.7426 0.7565 0.9848 1.0094 1.1620 1.2048

분산 0.0296 0.0334 0.0224 0.0487 0.0745 0.0771 0.1571 0.1672
카이제곱 4.2877 2.3741 3.7272 2.9045 0.2575 0.8073 0.9492 1.1351

p 값 0.117 0.305 0.155 0.234 0.879 0.668 0.622 0.567

표� 5-3.� 인문학전공� 피험자의� 정보유형별� 집중력지표

그림� 5-5.� 인문학전공의� 정보유형별� 집중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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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부하지표 (SEF 95%)

인문학전공의 피험자들은 문자정보, 수치정보, 시각정보에 있어 좌측 전전두

엽(Fp1)을 제외하고 인지부하지표에 정보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5-4, 그림 5-6)

인지부하도� (인문학�전공자)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문자
평균 44.140 43.901 44.224 44.258 45.686 45.209 46.242 45.738

분산 1.257 0.971 1.669 0.793 0.520 1.636 0.364 1.175

수치
평균 44.428 44.251 44.003 44.188 45.773 45.647 46.347 45.917

분산 2.101 1.038 4.662 2.243 2.956 1.294 2.187 1.738

이미지
평균 43.299 44.269 44.296 44.514 45.594 45.175 46.183 45.893

분산 10.169 2.339 2.597 1.691 1.651 3.434 0.812 2.298
카이제곱 0.0310 0.9389 0.3802 1.7548 0.4368 0.7773 0.0699 0.5610

p 값 0.985 0.625 0.827 0.418 0.804 0.678 0.966 0.755

표� 5-4.� 인문학전공� 피험자의� 정보유형별� 인지부하지표

그림� 5-6.� 인문학전공의� 정보유형별� 인지부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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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공학 전공

(1) 상대베타값 (13~30Hz/4~50Hz)

공학전공의 피험자들은 표 5-5, 그림 5-7과 같이 전전두엽과 전두엽에서 시각정보

와 문자정보 처리에 있어 수치정보보다 높은 베타파 활성을 보였으며, 좌측 전전두

엽(Fp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종합사고를 하는 전전두엽과 

전두엽에서 전공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수치정보에 대해 낮은 베타파 활성화 지표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문자정보에 비해 시각정보 처리에 더 높은 베타파 활성을 보

이고 있으며, 시각정보를 주로 처리하는 후두엽에서는 정보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대베타값� (공학�전공자)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문자(a)
평균 0.2284 0.2237 0.2631 0.2645 0.2909 0.2971 0.2858 0.2963

0.0019 0.0017 0.0029 0.0015 0.0026 0.0007 0.0030 0.0013분산

수치(b)
평균 0.1796 0.1923 0.2371 0.2452 0.2882 0.3001 0.2804 0.2905

분산 0.0016 0.0015 0.0011 0.0013 0.0026 0.0003 0.0028 0.0009

이미지
(c)

평균 0.2355 0.2319 0.2745 0.2717 0.2708 0.2959 0.2963 0.2976

분산 0.0008 0.0012 0.0007 0.0009 0.0018 0.0005 0.0009 0.0010
카이제곱 8.7406 5.5819 4.9884 3.1665 0.7305 0.4723 0.2601 0.3329

p 값 0.013 0.061 0.083 0.205 0.694 0.790 0.878 0.847
사후검정 b>a, c>b - - - - - - -

표� 5-5.� 공학전공� 피험자의� 정보유형별� 상대베타값

그림� 5-7.� 공학전공의� 정보유형별� 상대베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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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감마값 (30~50Hz/4~50Hz)

높은 주의집중과 각성을 보여주는 감마파의 경우, 표 5-6, 그림 5-8과 같이 공학

전공의 피험자들은 시각정보에 대해 활성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생소하거나 

새로운 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전두엽(Fp1, Fp2), 우측 전두엽(F4), 우측 

두정엽(P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전전두엽에서는 감마

파 활성화가 시각정보-문자정보-수치정보 순, 두정엽에서는 시각정보-수치정보

-문자정보순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상대감마값� (공학�전공자)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문자

(a)

평균 0.1533 0.1501 0.1749 0.1753 0.2242 0.2194 0.2297 0.2307

분산 0.0010 0.1501 0.0022 0.0008 0.0027 0.0004 0.0029 0.0027

수치

(b)

평균 0.1298 0.1366 0.1771 0.1779 0.2566 0.2551 0.2542 0.2604

분산 0.0010 0.1366 0.0005 0.0016 0.0057 0.0008 0.0042 0.0029

이미지

(c)

평균 0.1894 0.1814 0.2161 0.2105 0.2173 0.2645 0.2733 0.2708

분산 0.0016 0.0019 0.0022 0.0015 0.0051 0.0015 0.0013 0.0034

카이제곱 11.806 7.3187 4.9327 6.7200 2.6813 9,1148 2.6578 2.6348

p 값 0.003 0.026 0.085 0.035 0.262 0.010 0.265 0.268

사후검정 c>b c>b - c>a,b - b>a, c>a - -

표� 5-6.� 공학전공� 피험자의� 정보유형별� 상대감마값

그림� 5-8.� 공학전공자의� 정보유형별� 상대감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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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력지표

공학전공의 피험자들은 표 5-7, 그림 5-9과 같이 전전두엽, 전두엽 4곳의 측정지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전두엽, 전두엽 4곳 모두 수치

정보에 대한 집중력 지표가 가장 낮았으며. 시각정보-문자정보 순으로 집중력지표

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적 문제해결에 관여되는 전전두엽(Fp1, Fp2)에서

는 문자정보에 대해 미세하게 가장 높은 집중력을 보인 반면, 전두엽(F3, F4)에서

는 미세하게 시각정보에 대해 가장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 좌측 두정엽(P3)을 제외

하고 모든 측정지점에서 수치정보에 대한 집중력 지표가 가장 낮아, 공학전공과 익

숙하고 훈련된 수치 정보 처리의 인지적 상관관계를 추론케한다. 

집중력지표� (공학�전공자)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문자
(a)

평균 0.6027 0.5879 0.8066 0.7905 1.0660 1.0349 1.0313 1.0630

분산 0.046 0.052 0.106 0.110 0.213 0.107 1.031 0.164

수치
(b)

평균 0.4023 0.4412 0.5679 0.6336 1.0440 0.9979 0.9661 0.9578

분산 0.042 0.049 0.035 0.107 0.244 0.148 0.966 0.210

이미지
(c)

평균 0.5923 0.5938 0.8399 0.8202 0.9347 1.0729 1.1033 1.1271

분산 0.014 0.024 0.034 0.044 0.145 0.050 0.108 0.119

카이제곱 7.2542 6.5987 8.8594 7.4813 0.9600 0.4877 1.969 0.9316

p 값 0.027 0.037 0.012 0.024 0.619 0.784 0.374 0.628

사후검정 a>b, c>b c>b a>b, c>b c>b - - - -

표� 5-7.� 공학전공� 피험자의� 정보유형별� 집중력지표

그림� 5-9.� 공학전공자의� 정보유형별� 집중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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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부하지표 (SEF 95%)

공학전공의 피험자들은 표 5-8, 그림 5-10과 같이 시각정보 과제를 수행할 때 

가장 높은 인지의 부담을 느끼는 것을 확인되었으며, 좌우 전전두엽 모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측 전두엽(F4)과 우측 두정엽(P4)에서도 유

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공학 전공의 피험자들은 시각정보를 처리할 때 다

른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부하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부하지표� (공학�전공자)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문자

(a)

평균 43.995 43.730 43.995 44.350 45.475 45.378 45.638 45.401

분산 0.591 0.719 5.611 0.438 0.731 0.280 0.518 1.340

수치

(b)

평균 43.561 43.717 44.913 44.666 45.778 46.054 45.950 46.102

분산 0.759 0.979 0.264 1.009 2.643 0.158 0.694 0.507

이미지

(c)

평균 45.098 44.868 45.314 45.303 45.370 46.100 46.328 46.178

분산 1.048 0.854 1.365 0.539 1.359 0.225 0.114 0.687

카이제곱 9,9174 7.2335 5.3438 8.5781 3.4380 9.7693 4.4339 3.4090

p 값 0.007 0.027 0.069 0.014 0.179 0.008 0.109 0.182

사후검정 c>a,b c>a,b - c>a,b - c>a, b>a - -

표� 5-8.� 공학전공� 피험자의� 정보유형별� 인지부하지표

그림� 5-10.� 공학전공자의� 정보유형별� 인지부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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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디자인전공

(1) 상대베타값 (13~30Hz/4~50Hz)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은 표 5-9, 그림 5-11과 같이 모든 측정 지점에서 시각정

보를 다룰 때 베타파가 가장 활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전두엽과 전두엽에서 

문자정보에 대한 활성화가 수치정보보다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상대베타값� (디자인전공자)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문자

(a)

평균 0.2215 0.2053 0.2630 0.2551 0.3026 0.3032 0.3222 0.3161

분산 0.0019 0.0021 0.0015 0.0009 0.0011 0.0008 0.0010 0.0012

수치

(b)

평균 0.2113 0.2006 0.2618 0.2570 0.3097 0.3149 0,3298 0.3216

분산 0.0019 0.0031 0.0008 0.0010 0.0007 0.0003 0.0005 0.0016
이미지

(c)
평균 0.2274 0.2295 0.2779 0.2773 0.3105 0.3175 0.3307 0.3276

분산 0.0023 0.0018 0.0010 0.0013 0.0008 0.0009 0.0009 0.0015
카이제곱 3.5381 0.4086 3.1381 1.4013 5.8710 9.0620 8.720 6.3665

p 값 0.606 0.321 0.570 0.256 0.817 0.488 0.818 0.762

표� 5-9.� 디자인전공� 피험자의� 정보유형별� 상대베타값

그림� 5-11.� 디자인전공자의� 정보유형별� 상대베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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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감마값 (30~50Hz/4~50Hz)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은 전반적으로 시각정보와 수치정보를 다룰 때, 표 5-10, 

그림 5-12와 같이 감마파의 활성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 측정지점을 확인되지 않았다.

상대감마값� (디자인전공자)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문자
평균 0.1640 0.1542 0.1821 0.1794 0.2495 0.2456 0.2822 0.2681

분산 0.0013 0.0016 0.0011 0.0014 0.0022 0.0020 0.0026 0.0041

수치
평균 0.1725 0.1647 0.1998 0.1944 0.2702 0.2708 0.3143 0.2760

분산 0.0017 0.0030 0.0011 0.0013 0.0027 0.0010 0.0014 0.0084

이미지
평균 0.1774 0.1836 0.2071 0.2110 0.2707 0.2671 0.3101 0.2963

분산 0.0019 0.0013 0.0007 0.0008 0.0016 0.0016 0.0021 0.0040

카이제곱 0.3587 3.1665 2.3406 4.6178 2.2477 2.5193 2.6503 1.5200

p 값 0.836 0.205 0.310 0.099 0.325 0.284 0.266 0.468

표� 5-10.� 디자인전공� 피험자의� 정보유형별� 상대감마값

그림� 5-12.� 디자인전공자의� 정보유형별� 상대감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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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력지표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은 표 5-11, 그림 5-13과 같이 전전두엽과 전두엽에서는 

시각정보-문자정보-수치정보 순으로 집중력지표가 높은 반면, 두정엽과 후두엽

에서는 시각정보-수치정보-문자정보 순으로 집중력지표가 높았다. 모든 측정 부

위에서 시각정보에 대한 집중력지표가 가장 높았다.

집중력지표� (디자인전공자)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문자
평균 0.5698 0.5015 0.7672 0.7203 1.0825 1.0704 1.3032 1.2952

분산 0.025 0.018 0.035 0.022 0.047 0.040 0.102 0.173

수치
평균 0.5109 0.4983 0.7287 0.7162 1.1304 1.1649 1.4310 1.4179

분산 0.027 0.041 0.026 0.036 0.050 0.049 0.089 0.225

이미지
평균 0.6064 0.5921 0.8427 0.8290 1.1425 1.2043 1.4660 1.4784

분산 0.037 0.028 0.032 0.046 0.072 0.065 0.162 0.246
카이제곱 2.2168 2.3639 1.6955 1.9071 0.4206 1.4890 0.7845 0.8439

p 값 0.330 0.307 0.428 0.385 0.810 0.475 0.676 0.656

표� 5-11.� 디자인전공� 피험자의� 정보유형별� 집중력지표

그림� 5-13.� 디자인전공자의� 정보유형별� 집중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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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부하지표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은 표 5-12, 그림 5-14과 같이 전반적으로 시각정보에 대한 

인지부하지표가 가장 높으며, 문자정보에 대해서는 우측 후두엽(O2)을 제외하고 가

장 낮은 인지부하지표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좌우 전두엽(F3, F4)

에서 확인되었으며, 두 지점 모두 문자정보를 다룰 때 가장 낮은 지표를 보였다.

집중력지표� (디자인전공자)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문자
평균 44.293 44.114 44.619 44.598 45.941 45.772 46.245 45.942

분산 1.283 1.964 0.457 0.611 0.333 0.461 0.619 1.020

수치
평균 44.833 44.579 45.234 45.086 46.239 46.254 46.771 45.684

분산 0.894 1.811 0.456 0.477 1.094 0.101 0.064 5.602

이미지
평균 44.815 44.952 45.316 45.402 46.303 46.143 46.713 46.406

분산 0.639 0.702 0.145 0.179 0.273 0.423 0.225 0.737
카이제곱 1.1329 2.7438 6.3421 6.3730 4.5136 2.9503 4.2809 2.0981

p 값 0.568 0.254 0.042 0.041 0.105 0.229 0.118 0.350

사후검정 - - c, b>a c>a - - - -

표� 5-12.� 디자인전공� 피험자의� 정보유형별� 인지부하지표

그림� 5-14.� 디자인전공자의� 정보유형별� 인지부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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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전공별 정보유형의 뇌파 분석 소결  

인문학전공의 피험자들은 높은 각성과 집중 상태에 활성화되는 감마파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상대베타값, 상대감마값, 집중력지

표, 인지부하지표 4개 지표를 종합하여 볼 때 인문학 전공의 피험자들은 시각정

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지표들이 확인되었다. 

    공학전공 피험자들의 뇌파 지표들은 인문학, 디자인 전공의 피험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의 지표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상대베타값, 상대감

마값, 집중력지표, 인지부하지표 4개 지표에 있어, 새로운 과제에 반응하는 전전

두엽과 종합적 사고를 하는 전두엽 4개 측정 지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시각정보에서 가장 높은 지표를 보였으며, 문자정보-수치정보 

순으로 지표가 낮아졌다. 특히 시각정보를 다룰 때의 뇌파 지표들이 문자정보와 

수치정보를 다룰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전두엽(F3, F4) 인지

부하지표에서만 확인되었으며, 4개의 뇌파 지표를 종합할 때 전반적으로 뇌파 

활성도는 시각정보-수치정보-문자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학전공자가 공

학교육에서 전문적으로 교육받는 수치정보에 낮은 뇌파 활성도를 보이고, 문자정

보에 더 훈련된 인문학전공자가 문자정보에 낮은 뇌파 활성도를 보이는 것과는 

상이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전공별 정보유형에 따른 뇌파 지표를 종합하면, 인문학전공자와 디자인전공자

는 전반적으로 시각정보에 대해 높은 지표, 문자정보에 대해 가장 낮은 지표를 

보여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공학전공의 피험자들은 시각정보에 대해 가장 

높은 지표를 보이는 반면, 측정지표와 측정지점에 따라 수치정보와 시각정보가 

각기 다르게 낮은 지표를 보였다. 인문학 전공자들은 전공에서 주로 다루고 훈련

된 문자정보에 대해 낮은 뇌파 지표를 보였으며, 공학전공자들은 상대적으로 전

문화된 수치정보에 대해 낮은 뇌파 지표를 보였다. 

   전공별은 가장 낮은 뇌파 지표의 특성은 새로운 과제를 해결할 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전두엽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전공별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훈련

된 정보 및 과제와 그렇지 않는 정보와 과제를 다룰 때의 인문학전공과과 공학

전공의 인지적 태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인문학, 공학전공자에 비

해 시각정보와 이미지과제를 다루는 것에 전문적으로 훈련된 디자인전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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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정보에 높은 뇌파 지표를 보여 정보의 친숙성과 뇌파 반응의 있어 공학과 

인문학 전공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디자인 전공의 인지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시각정보가 가지는 정보의 특성인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

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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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보유형별 전공의 뇌파 비교

5.3.1. 문자정보처리

(1) 상대베타값 (13~30Hz/4~50Hz)

공학과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이 문자정보 처리에 있어 표 5-13, 그림 5-15와 

같이 인문전공의 피험자보다 높은 베타파 활성을 보여주었다. 좌측 후두엽(O1)

을 제외하고 모든 측정지점에서 인문학 전공자들의 베타파 활성화가 가장 낮았

다. 종합적 사고를 관장하는 전두엽에서는 공학전공자들이,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에서는 디자인전공자들의 베타파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대베타값� (문자정보)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디자인
평균 0.2215 0.2053 0.2630 0.2551 0.3026 0.3032 0.3222 0.3161
분산 0.0019 0.0021 0.0015 0.0009 0.0011 0.0008 0.0010 0.0012

공학
평균 0.2284 0.2237 0.2631 0.2645 0.2909 0.2971 0.2858 0.2963
분산 0.0019 0.0017 0.0029 0.0015 0.0026 0.0007 0.0030 0.0013

인문학
평균 0.1995 0.2018 0.2404 0.2330 0.2842 0.2789 0.2963 0.2889
분산 0.0006 0.0009 0.0014 0.0010 0.0013 0.0024 0.0006 0.0012

카이제곱 4.4826 1.6439 2.1394 4.1783 1.6129 2.1084 5.4529 3.3058

p 값 0.106 0.440 0.343 0.124 0.446 0.348 0.065 0.191

표� 5-13.� 문자정보처리의� 전공별� 상대베타값

그림� 5-15.� 문자정보의� 전공별� 상대베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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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감마값 (30~50Hz/4~50Hz)

높은 주의 집중 및 각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감마파의 활성화는 표 5-14, 그림 

5-16과 같이 모든 측정지점에서 디자인전공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정보를 

종합하는 전두엽과 언어정보를 처리하는 두정엽에서 인문학전공자들의 감마파 활

성화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대감마값� (문자정보)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디자인
평균 0.1640 0.1542 0.1821 0.1794 0.2495 0.2456 0.2822 0.2681

분산 0.0013 0.0016 0.0011 0.0014 0.0022 0.0020 0.0026 0.0041

공학
평균 0.1553 0.1501 0.1749 0.1753 0.2252 0.2194 0.2297 0.2307

분산 0.0010 0.0010 0.0022 0.0008 0.0027 0.0004 0.0029 0.0027

인문학
평균 0.1484 0.1432 0.1644 0.1595 0.2277 0.2120 0.2636 0.2425

분산 0.0010 0.0009 0.0017 0.0008 0.0017 0.0028 0.0015 0.0037

카이제곱 1.2332 1.3729 0.7045 2.8181 1.9923 4.6684 5.4638 3.2852

p 값 0.540 0.503 0.703 0.244 0.369 0.097 0.065 0.193

표� 5-14.� 문자정보처리의� 전공별� 상대감마값

그림� 5-16.� 문자정보의� 전공별� 상대감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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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력지표

표 5-15, 그림 5-17과 같이 종합적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전전두엽과 전두엽에서 

공학전공의 피험자들이 가장 높은 집중력지표를 보였으며, 시각정보를 담당하는 후

두엽에서는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의 집중력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언어정보 처리

를 관장하는 두정엽에서는 인문학 전공자들이 가장 낮은 집중력지표를 보여주었다. 

집중력지표� (문자정보)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디자인
평균 0.5698 0.5015 0.7672 0.7203 1.0825 1.0704 1.3032 1.2952

분산 0.025 0.018 0.035 0.022 0.047 0.040 0.102 0.173

공학
평균 0.6027 0.5879 0.8066 0.7905 1.0660 1.0349 1.0313 1.0630

분산 0.046 0.052 0.106 0.110 0.213 0.107 0.159 0.164

인문학
평균 0.4861 0.4943 0.6498 0.6293 0.9368 0.9224 1.0566 1.0242

분산 0.006 0.012 0.023 0.018 0.041 0.062 0.030 0.097

카이제곱 3.6103 0.2793 0.240 2.7974 2.0465 2.0052 5.8865 2.2400

p 값 0.870 0.326 0.247 0.359 0.369 0.367 0.053 0.326

표� 5-15.� 문자정보처리의� 전공별� 집중력지표

그림� 5-17.� 문자정보의� 전공별� 집중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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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부하지표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이 표 5-16, 그림 5-18과 같이 문자정보에 대해 가장 높

은 인지부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전두엽(F4)과 우측 두정엽(P4)

을 제외하고 공학전공의 피험자들이 모든 측정 부위에서 가장 낮은 인지부하지

표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지부하지표� (문자정보)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디자인
평균 44.293 44.114 44.619 44.598 45.941 45.772 46.245 45.942

분산 1.283 1.964 0.457 0.611 0.333 0.461 0.619 1.020

공학
평균 43.995 43.730 43.995 44.350 45.475 45.378 45.638 45.401

분산 0.591 0.719 5.611 0.438 0.731 0.280 0.518 1.340

인문학
평균 44.140 43.901 44.224 44.258 45.685 45.209 46.242 45.738

분산 1.257 0.971 1.669 0.793 0.520 1.636 0.342 1.175
카이제곱 1.4074 0.2793 0.4981 1.5510 1.4277 1.7449 5.1812 2.0542

p 값 0.495 0.343 0.7796 0.461 0.490 0.418 0.075 0.358

표� 5-16.� 문자정보처리의� 전공별� 인지부하지표

그림� 5-18.� 문자정보의� 전공별� 인지부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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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수치정보처리

(1) 상대베타값 (13~30Hz/4~50Hz)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은 표 5-17, 그림 5-19와 같이 모든 측정지점에서 가장 

높은 베타파 활성화를 보이고 있으며, 우측 두정엽(P4)과 후두엽(O1, O2)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디자인 전공자들의 상대 배타값이 공학자전공자, 

인문학전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베타값� (수치정보)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디자인
(a)

평균 0.2113 0.2006 0.2618 0.2570 0.3097 0.3149 0.3298 0.3216

분산 0.0019 0.0031 0.0008 0.0010 0.0007 0.0003 0.0005 0.0016

공학(B)
평균 0.1796 0.1923 0.2371 0.2452 0.2882 0.3001 0.2804 0.2905

분산 0.0016 0.0015 0.0011 0.0013 0.0026 0.0003 0.0028 0.0009

인문학
(c)

평균 0.1866 0.1921 0.2182 0.2249 0.2649 0.2666 0.2856 0.2744

분산 0.0014 0.0012 0.0050 0.0037 0.0024 0.0026 0.0012 0.0032
카이제곱 3.5381 0.4086 3.1381 1.4013 5.8710 9.0620 8.7200 6.3665

p 값 0.170 0.815 0.208 0.496 0.053 0.011 0.013 0.041

사후검정 - - - - - a>c a>b,c a>b,c

표� 5-17.� 수치정보처리의� 전공별� 상대베타값

그림� 5-19.� 수치정보의� 전공별� 상대베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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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감마값 (30~50Hz/4~50Hz)

수치정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대감마값은 표 5-18, 그림 5-20과 같이 

전전두엽(Fp1, Fp2)과 좌측 전두엽(F3)에서 확인되었다. 전전두엽과 전두엽에서 

감마파 활성화는 인문학전공자, 디자인전공자 순이며, 두정엽과 후두엽에서는 디

자인전공자, 인문학전공순으로 나타났다. 수치와 수식에 익숙한 공학전공의 피험

자가 모든 부위에서 가장 낮은 감마파 활성화를 보였다.  

상대감마값� (수치정보)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디자인
(a)

평균 0.1725 0.1647 0.1988 0.1944 0.2702 0.2708 0.3143 0.2760

분산 0.0017 0.0030 0.0011 0.0013 0.0027 0.0010 0.0014 0.0084

공학
(B)

평균 0.1298 0.1366 0.1771 0.1779 0.2566 0.2551 0.2542 0.2604

분산 0.0010 0.0013 0.0005 0.0016 0.0057 0.0008 0.0042 0.0029

인문학
(c)

평균 0.1866 0.1921 0.2183 0.2249 0.2649 0.2666 0.2856 0.2744

분산 0.0014 0.0012 0.0050 0.0037 0.0024 0.0026 0.0012 0.0084
카이제곱 10.377 7.4039 7.1574 2.8419 0.1110 2.1605 5.2671 0.6782

p 값 0.006 0.025 0.028 0.241 0.946 0.340 0.072 0.712

사후검정 a>b, c>b c>b c>b - - - - -

표� 5-18.� 수치정보처리의� 전공별� 상대감마값

그림� 5-20.� 수치정보의� 전공별� 상대감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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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력지표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이 우측 전전두엽(Fp2)을 제외하고 표 5-19, 그림 5-21과 

같이  모든 측정 지점에서 집중력지표가 가장 높았으며, 수치정보를 처리하는 두

정엽(P3, P4)에서는 인문학 전공자의 지표가 가장 낮았다.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좌측 후두엽(O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집중력지표� (수치정보)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디자인
(a)

평균 0.5109 0.4983 0.7287 0.7162 1.1304 1.1649 1.4210 1.4179

분산 0.027 0.041 0.026 0.036 0.050 0.049 0.089 0.225

공학
(B)

평균 0.4023 0.4412 0.5679 0.6336 1.0440 0.9979 0.9661 0.9578

분산 0.042 0.049 0.035 0.107 0.244 0.148 0.455 0.210

인문학
(c)

평균 0.4809 0.5085 0.6094 0.6526 0.9519 0.9770 1.1805 1.1233

분산 0.016 0.021 0.042 0.036 0.061 0.071 0.103 0.135
카이제곱 2.511 2.511 0.1804 1.9123 1.8890 2.8181 7.3958 4.9781

p 값 0.285 0.557 0.247 0.384 0.389 0.244 0.025 0.083

사후검정 - - - - - - a>b -

표� 5-19.� 수치정보처리의� 전공별� 집중력지표

그림� 5-21.� 수치정보의� 전공별� 집중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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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부하지표

수치정보를 처리할 때, 우측 후두엽(O2)을 제외한 모든 측정 지점에서 표 5-20, 

그림 5-22와 같이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이 가장 높은 인지부하지표를 나타났

다. 좌측 전전두엽(Fp1), 수치정보를 처리하는 좌우 두정엽(P3. P4)과 좌측 후두

엽(O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디자인전공자들의 인지

부하지표가 가장 높았으며 인문학전공자와 공학전공자들의 지표는 측정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인지부하지표� (수치정보)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디자인
(a)

평균 44.833 44.579 45.234 45.086 46.239 46.254 46.771 45.684

분산 0.894 1.811 0.456 0.477 1.094 0.101 0.064 5.602

공학
(B)

평균 43.561 43.717 44.913 44.666 45.778 46.054 45.950 46.102

분산 0.759 0.979 0.264 1.009 2.643 0.158 0.694 0.507

인문학
(c)

평균 44.140 43.901 44.224 44.258 45.685 45.209 46.242 45.738

분산 1.257 0.971 1.669 0.793 0.520 1.636 0.342 1.175
카이제곱 6.8619 2.9445 4.8331 5.0514 6.4138 9.1788 9.3259 1.4271

p 값 0.032 0.229 0.089 0.080 0.040 0.010 0.009 0.490

사후검정 a>b - - - a>c a>c a>b,c -

표� 5-20.� 수치정보처리의� 전공별� 인지부하지표

그림� 5-22.� 수치정보의� 전공별� 인지부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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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시각정보처리

(1) 상대베타값 (13~30Hz/4~50Hz)

새로운 과제에 반응하는 전전두엽에서 베타파의 활성화는 표 5-21, 그림 5-23과 

같이 공학전공의 피험자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측정 지점에서는 디자인전공자

의 활성화가 가장 높았다.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좌측 후두엽(O1)에서 디자인전

공자와 공학전공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상대베타값� (시각정보)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디자인
(a)

평균 0.2274 0.2295 0.2779 0.2773 0.3105 0.3175 0.3307 0.3276

분산 0.0023 0.0018 0.0010 0.0013 0.0008 0.0009 0.0009 0.0015

공학
(B)

평균 0.2355 0.2319 0.2745 0.2717 0.2708 0.2959 0.2963 0.2976

분산 0.0008 0.0012 0.0010 0.0009 0.0018 0.0005 0.0009 0.0010

인문학
(c)

평균 0.2190 0.2276 0.2504 0.2515 0.2798 0.2886 0.2942 0.2999

분산 0.0028 0.0023 0.0020 0.0033 0.0022 0.0021 0.0023 0.0020
카이제곱 0.6240 0.1630 2.1190 1.0860 3.4870 3.9340 6.4160 5.0400

p 값 0.732 0.922 0.347 0.581 0.175 0.140 0.040 0.080

사후검정 - - - - - - a>b -

표� 5-21.� 시각정보처리의� 전공별� 상대베타값

그림� 5-23.� 시각정보의� 전공별� 상대베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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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감마값 (30~50Hz/4~50Hz)

높은 각성 상태를 보여주는 상대감마값은 표 5-22, 그림 5-24와 같이 전반적으

로 디자인전공의 피험자가 가장 높으나, 공학전공의 피험자가 인문학전공의 피험

자보다 좌측 두정엽(P3)을 제외하고 모두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대감마값� (시각정보)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디자인
(a)

평균 0.1774 0.1836 0.2071 0.2110 0.2707 0.2671 0.3101 0.2963

분산 0.0019 0.0013 0.0007 0.0008 0.0016 0.0016 0.0021 0.0040

공학
(B)

평균 0.1894 0.1814 0.2161 0.2105 0.2173 0.2645 0.2733 0.2708

분산 0.0016 0.0019 0.0022 0.0015 0.0051 0.0015 0.0013 0.0034

인문학
(c)

평균 0.1584 0.1656 0.1729 0.1781 0.2338 0.2279 0.2716 0.2658

분산 0.0042 0.0028 0.0028 0.0030 0.0048 0.0045 0.0052 0.0057
카이제곱 1.1870 1.4740 4.3540 3.0970 3.3990 2.2940 3.5380 1.1250

p 값 0.552 0.479 0.113 0.213 0.183 0.318 0.170 0.570

표� 5-22.� 시각정보처리의� 전공별� 상대감마값

그림� 5-24.� 시각정보의� 전공별� 상대감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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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력지표

우측 전전두엽을 제외하고 표 5-23, 그림 5-25와 같이 모든 측정 지점에서 디자

인전공자들의 집중력지표가 가장 높았으며,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O1, 

O2)에서는 인문학전공자의 지표가 공학전공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집중력지표� (시각정보)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디자인
(a)

평균 0.6064 0.5921 0.8427 0.8290 1.1425 1.2043 1.4660 1.4784

분산 0.037 0.028 0.032 0.046 0.072 0.065 0.162 0.246

공학
(B)

평균 0.5923 0.5938 0.8399 0.8202 0.9347 1.0729 1.1033 1.1271

분산 0.014 0.024 0.034 0.044 0.145 0.050 0.108 0.119

인문학
(c)

평균 0.5756 0.6016 0.7426 0.7565 0.9848 1.0093 1.1620 1.2048

분산 0.030 0.033 0.022 0.049 0.074 0.077 0.157 0.167
카이제곱 0.1110 0.0490 2.1084 0.3123 2.3639 2.1084 4.7458 2.8826

p 값 0.946 0.976 0.348 0.855 0.307 0.348 0.093 0.237

표� 5-23.� 시각정보처리의� 전공별� 집중력지표

그림� 5-25.� 시각정보의� 전공별� 집중력비표



- 90 -

(4) 인지부하지표

시각정보에 대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인지부하지표를 보이는 피험자는 인문학

전공자들이며, 좌측 두정엽(P3)를 제외하고 디자인전공의 피험자와 공학전공의 

피험자들이 유사한 뇌파 지표가 표 5-24, 그림 5-26과 같이 나타났다. 공학전공

자들이 인문학 전공에 비해 시각 정보에 대해 인지적 부하를 크게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지부하지표� (시각정보)

측정부위 Fp1 Fp2 F3 F4 P3 P4 O1 O2

디자인
(a)

평균 44.815 44.952 45.316 45.402 46.303 46.143 46.713 46.406

분산 0.639 0.702 0.145 0.179 0.273 0.423 0.225 0.737

공학
(B)

평균 45.098 44.868 45.314 45.303 45.370 46.100 46.328 46.178

분산 1.048 0.854 1.365 0.539 1.359 0.225 0.114 0.687

인문학
(c)

평균 43.299 44.269 44.296 44.514 45.594 45.175 46.183 45.893

분산 10.169 2.339 2.597 1.691 1.651 3.434 0.812 2.298
카이제곱 1.9075 1.3497 4.7746 4.6055 3.5703 2.3088 3.5609 1.4116

p 값 0.385 0.509 0.092 0.100 0.168 0.315 0.169 0.496

표� 5-24.� 시각정보처리의� 전공별� 인지부하지표

그림� 5-26.� 시각정보의� 전공별� 인지부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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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정보유형별 전공의 뇌파 분석 소결  

문자정보처리의 뇌파 지표를 보면 인지부하지표를 제외하고 상대베타값, 상대감

마값, 집중력지표에서 인문학전공자들의 지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과제를 대할 때 활성화되는 

전전두엽과 정보를 통합하는 전두엽, 그리고 언어를 관장하는 두정엽에서 상대적

으로 문자에 익숙하고 훈련된 인문학 전공자들의 뇌파 지표가 낮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의 차이가 가장 많이 확인된 정보유형은 수치정보

이며, 대학의 전공 교육 과정에서 수치 및 수식을 많이 다루지 않는 디자인전공

과 인문학전공의 피험자들의 뇌파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표들에서 공학전공자들의 지표가 가장 낮았으며, 수치과제를 

수행할 때 높은 각성과 주의 집중 상태에서 나타나는 감마파의 차이가 전전두엽

과 전두엽에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수치과제 수행에서 디

자인전공자들의 인지부하지표가 다른 뇌파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는 점이다. 이는 디자인전공자들이 교육과정에서 수치정보를 많이 다루지 않음

으로 생소한 수치과제에 대해 전전두엽과 전두엽이 특히 많이 반응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시각과제를 수행할 때의 뇌파를 보면 생소하고 새로운 정보와 과제에 반응하

는 전전두엽(Fp1, Fp2에서 공학전공의 피험자들의 뇌파 지표가 높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공별 교육과정과 문자, 수치정보의 뇌

파지표의 결과를 고려할 때, 시각과제에서 디자인전공자의 주요 뇌파지표가 가장 

낮아야 하나 전전두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측정 지점에서 디자인전공자의 뇌파

지표가 인문학, 공학전공자보다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인문학전공자의 뇌파지표가 

가장 낮았다. 특히 시각과제에서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에서는 뇌파지표가 

디자인전공자-공학전공자-인문학전공자 순으로 나타나 전공별로 익숙한 정보와 

인지적 태도와의 관계가 문자(인문학), 수치(공학)의 관계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문자정보에 익숙한 인문학전공자의 뇌파지표가 문자과제에서 낮게 나타나고, 수

치정보에 훈련된 공학전공자들이 수치과제에서 주요 뇌파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뇌가소성 이론에 근거할 때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나, 디자인전

공자들이 시각정보처리에서 나타나는 뇌파지표 특성은 특정 정보에 대한 훈련 

및 친숙성과 뇌파 반응과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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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유형에 관계없이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O1, O2)에서는 디자인전

공의 피험자들의 뇌파 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와 수치정보를 관장하

는 두정엽(P3, p4)에서는 상대감마값을 제외하고 모든 뇌파지표에서 인문학전공

의 피험자들이 가장 낮은 지표를 보였다. 문자, 수치, 시각의 세 가지 정보 유형

에서 전공에 따른 뇌파지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수치정보이며, 상대적

으로 그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은 문자정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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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적성평가에 따른 결과 분석

5.4.1. 적성능력 평가 개요

피험자 대상으로 직업적성시험을 실시하여, 언어능력, 수리·논리력, 시각예술능력

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전공별로 이들 영역에서의 높은 적성

과 낮은 적성의 피험자로 집단을 구성하여 뇌파 실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직업적성능력의 평균을 비교할 때, 표 5-25와 같이 언어능력과 수리・논리력은 

공학전공자, 예술시각능력은 디자인전공자들이 가장 높았다. 수리・논리력의 경

우 공학전공자들이 다른 전공자들보다 평균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예술시각능력

은 디자인전공자들의 평균이 다른 전공자들보다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적성 영역 적성평균 (10점 기준)

영역 설명
인문학

전공
공학전공

디자인

전공

언어능력

말과 글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발과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7.52 7.77 6.73

수리·논리력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7.00 8.36 5.62

예술시각능

력

선, 색, 공간, 영상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화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6.62 5.66 7.98

표� 5-25.� 3개� 직업적성� 영역의� 전공별� 평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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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디자인전공자의 적성에 따른 결과

(1) 언어능력 기준 문자정보과제 결과

표 5-25와 같이 디자인전공자들의 언어능력 적성검사 평균점수는 6.734이며, 평

균보다 높은 피험자가 3명, 낮은 피험자가 5명이며, 높은 적성을 보인 피험자들

이 낮은 적성의 피험자보다 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언어능력 적성 인원 적성점수 (총점 10점) 문자과제 난이도

높은 적성 3 7.92 4

낮은 적성 5 6.072 2.8

디자인전공자 평균 10 6.734 3.3

표� 5-26.� 디자인전공자들의� 언어능력� 평가결과

문자과제의�상대베타값� (디자인전공의�언어능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2365 0.2049 0.2215 0.2041

Fp2 0.2333 0.1811 0.2053 0.0854

F3 0.2706 0.2569 0.2630 0.3378

F4 0.2667 0.2476 0.2551 0.2232

P3 0.2789 0.3176 0.3026 0.0847

P4 0.3007 0.3152 0.3032 0.1686

O1 0.3257 0.3302 0.3222 0.3767

O2 0.3213 0.3178 0.3161 0.4405

표� 5-27.� 디자인전공의� 언어능력� 점수기준� 문자과제� 상대베타값

표 5-27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하는 전전두엽과 전두엽에서는 언어능력 점수가 높은 디자인전공

자들의 베타파 지표가 높았다. 언어능력 점수에 따른 차이는 전전두엽(Fp1, Fp2)

과 좌측 두정엽(P3)에서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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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과제의�상대감마값� (디자인전공의�언어능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1801 0.1498 0.1640 0.1713

Fp2 0.1882 0.1315 0.1542 0.040

F3 0.1878 0.1808 0.1821 0.3859

F4 0.1989 0.1678 0.1794 0.1753

P3 0.2318 0.2666 0.2495 0.1504

P4 0.2449 0.2588 0.2456 0.3056

O1 0.2920 0.2869 0.2822 0.4113

O2 0.2801 0.2691 0.2681 0.3908

표� 5-28.� 디자인전공의� 언어능력� 점수기준� 문자과제� 상대감마값

디자인전공자 중 언어능력(적성)이 높은 피험자들이 표 5-28과 같이 전전두엽과 

전두엽에서 더 높은 감마파의 활성화를 보이나, 측정부위에 따라 적성이 높은 피

험자와 낮은 피험자의 활성화 지표의 다르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우측 전전두엽(Fp2)의 상대감마값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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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논리력 기준 수치정보과제 결과

디자인전공자들의 수리・논리력 검사의 평균점수는 표 5-29와 같이 5.623이며, 

평균보다 높은 피험자가 4명, 낮은 피험자가 5명이며, 높은 적성을 받은 피험자

들이 낮은 적성의 피험자보다 과제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평가하였다.

수리・논리력 적성 인원 적성점수 (총점 10점) 수치과제 난이도

높은 적성 4 6.383 3.75

낮은 적성 5 5.032 4.6

디자인전공자 평균 10 5.623 4.1

표� 5-29.� 디자인전공자들의� 수리·논리력� 평가결과

수치과제의�상대베타값� (디자인전공의�수리·논리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1915 0.2244 0.2113 0.159

Fp2 0.1905 0.2109 0.2006 0.319

F3 0.2443 0.2766 0.2618 0.061

F4 0.2545 0.2615 0.2570 0.385

P3 0.3029 0.3137 0.3097 0.295

P4 0.3113 0.3183 0.3149 0.311

O1 0.3237 0.3349 0.3298 0.248

O2 0.3113 0.3269 0.3216 0.306

표� 5-30.� 디자인전공의� 수리·논리력� 점수기준� 수치과제� 상대베타값

디자인전공자 중 수리논리력의 점수가 낮은 피험자들이 표 5-30과 같이 모든 

측정 지점에서 수리논리력이 높은 피험자보다 상대베타값의 활성화가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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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과제의�상대감마값� (디자인전공의�수리·논리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1538 0.1800 0.1725 0.194

Fp2 0.1567 0.1713 0.1647 0.366

F3 0.1868 0.2063 0.1998 0.220

F4 0.1887 0.1929 0.1944 0.438

P3 0.2539 0.2727 0.2702 0.307

P4 0.2679 0.2677 0.2708 0.497

O1 0.3068 0.3130 0.3143 0.410

O2 0.2795 0.2638 0.2760 0.412

표� 5-31.� 디자인전공의� 수리·논리력� 점수기준� 수치과제� 상대감마값

감마파의 활성화는 표 5-31과 같이 우측 후두엽(O2)을 제외하고 수리논리력 점

수가 낮은 디자인전공자들이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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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예술능력 기준 시각정보과제 결과

디자인전공자들의 시각예술능력 평가의 평균점수는 표 5-32와 같이 7.983이며, 

평균점수보다 높은 피험자가 4명, 낮은 피험자가 3명이며, 높은 적성을 받은 피

험자들이 낮은 적성의 피험자보다 시각정보과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하

였다.

시각예술능력 적성 인원 적성점수 (총점 10점) 시각과제 난이도

높은 적성 4 9.108 3.25

낮은 적성 3 6.607 2.67

디자인전공자 평균 10 7.983 3

표� 5-32.� 디자인전공자들의� 시각예술능력� 평가결과

시각과제의�상대베타값� (디자인전공의�시각예술능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2587 0.1939 0.2274 0.062

Fp2 0.2576 0.1877 0.2295 0.033

F3 0.2842 0.2670 0.2779 0.302

F4 0.2997 0.2661 0.2773 0.117

P3 0.3067 0.3220 0.3105 0.294

P4 0.3323 0.3226 0.3175 0.314

O1 0.3346 0.3278 0.3307 0.362

O2 0.3363 0.3281 0.3276 0.350

표� 5-33.� 디자인전공의� 시각예술능력� 점수기준� 시각과제� 상대베타값

시각예술능력 점수가 높은 디자인전공자들이 낮은 점수의 디자인전공 피험자보

다 표 5-33과 같이 전반적으로 상대베타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측 전

전두엽(Fp2)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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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제의�상대감마값� (디자인전공의�시각예술능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1983 0.1577 0.1774 0.171

Fp2 0.2049 0.1457 0.1836 0.017

F3 0.2027 0.2085 0.2071 0.412

F4 0.2172 0.2130 0.2110 0.439

P3 0.2446 0.3037 0.2707 0.035

P4 0.2580 0.2959 0.2671 0.079

O1 0.2890 0.3367 0.3101 0.053

O2 0.2792 0.3198 0.2963 0.145

표� 5-34.� 디자인전공의� 시각예술능력� 점수기준� 시각과제� 상대감마값

높은 각성과 집중력 상태를 보여주는 감마파의 경우 표 5-34와 같이 전전두엽

엣j는 시각예술점수가 높은 디자인전공자들의 지표가 높은 반면, 두정엽과 후두

엽에서는 낮은 점수의 디자인전공자들의 지표가 낮았다.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후

두엽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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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공학전공자의 적성에 따른 결과

(1) 언어능력 기준 문자정보과제 결과

공학전공자들의 언어능력 적성검사 평균점수는 표 5-35와 같이 7.77이며, 평균

보다 높은 피험자가 4명, 낮은 피험자가 3명이며, 높은 적성을 받은 피험자들이 

낮은 적성의 피험자보다 문자정보과제가 쉽다고 평가하였다.

언어능력 적성 인원 적성점수 (총점 10점) 문자과제 난이도

높은 적성 4 9.02 3

낮은 적성 3 6.07 3.67

공학전공자 평균 10 7.77 3.1

표� 5-35.� 공학전공자들의� 언어능력� 평가결과

문자과제의�상대베타값� (공학전공의�언어능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2695 0.2121 0.228 0.011

Fp2 0.2598 0.2070 0.224 0.021

F3 0.2713 0.2697 0.263 0.489

F4 0.3001 0.2468 0.264 0.018

P3 0.3346 0.2565 0.291 0.014

P4 0.3190 0.2865 0.297 0.050

O1 0.3149 0.2242 0.286 0.025

O2 0.2940 0.2976 0.296 0.463

표� 5-36.� 공학전공의� 언어능력� 점수기준� 문자과제� 상대베타값

언어능력의 점수가 높은 공학전공자들이 낮은 점수의 공학전공자들보다 문자과

제에서의 상대베타값이 우측후두엽(O2)을 제외하고 높게 나타났다. 좌측 전두엽

(F3), 우측후두엽(O2)을 제외하고 표 5-36과 같이 모든 측정 지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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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과제의�상대감마값� (공학전공의�언어능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1777 0.1416 0.1553 0.092

Fp2 0.1674 0.1325 0.1501 0.099

F3 0.1640 0.1860 0.1749 0.330

F4 0.1916 0.1597 0.1753 0.117

P3 0.2511 0.1939 0.2252 0.092

P4 0.2200 0.2123 0.2194 0.358

O1 0.2533 0.1656 0.2297 0.016

O2 0.2107 0.2364 0.2307 0.310

표� 5-37.� 공학전공의� 언어능력� 점수기준� 문자과제� 상대감마값

상대감마값에도 표 5-37과 같이 좌측 전두엽(F3), 우측후두엽(O2)을 제외하고 

언어능력 점수가 높은 공학전공자들의 지표가 낮은 점수의 피험자보다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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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논리력 기준 수치정보과제 결과

공학전공자들의 수리논리력 적성검사 평균점수는 표 5-38과 같이 7.77이며, 평

균보다 높은 피험자가 3명, 낮은 피험자가 3명이며, 낮은 적성을 받은 피험자들

이 높은 적성의 피험자보다 수치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수리논리력 적성 인원 적성점수 (총점 10점) 수치과제 난이도

높은 적성 3 9.11 3.67

낮은 적성 3 7.56 4.0

공학전공자 평균 10 7.77 3.7

표� 5-38.� 공학전공자들의� 수리논리력� 평가결과

수치과제의�상대베타값� (공학전공의�수리•논리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1580 0.1615 0.1796 0.446

Fp2 0.1729 0.1860 0.1923 0.326

F3 0.2375 0.2395 0.2371 0.468

F4 0.2355 0.2416 0.2452 0.384

P3 0.2918 0.3014 0.2882 0.386

P4 0.2966 0.2996 0.3001 0.406

O1 0.3233 0.2810 0.2804 0.186

O2 0.2742 0.3100 0.2905 0.062

표� 5-39.� 공학전공의� 수리•논리력� 점수기준� 수치과제� 상대베타값

수리․논리력 점수가 낮은 공학전공자들이 높은 점수의 공학전공자보가 수치과제

를 수행할 때, 좌측 후두엽(O1)을 제외하고 표 5-39와 같이 상대베타값 지표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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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과제의�상대감마값� (공학전공의�수리•논리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1150 0.1203 0.1298 0.353

Fp2 0.1210 0.1401 0.1366 0.174

F3 0.1778 0.1827 0.1771 0.398

F4 0.1736 0.1830 0.1779 0.168

P3 0.2424 0.2851 0.2566 0.232

P4 0.2500 0.2681 0.2551 0.097

O1 0.2907 0.2456 0.2542 0.240

O2 0.2318 0.3052 0.2604 0.007

표� 5-40.� 공학전공의� 수리•논리력� 점수기준� 수치과제� 상대감마값

수리논리력 점수가 높은 공학전공자들이 낮은 점수의 공학전공의 피험자들보다  

좌측 후두엽(O1)을 제외하고 표 5-40과 같이 모든 측정 지점에서 감마파의 활

성화가 높게 나타났다. 수리논리력과 수치정보 처리와의 인지적 처리에 있어 상

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우측 후두엽(O2)에서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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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예술능력 기준 시각정보과제 결과

공학전공자들의 시각예술능력 적성검사 평균점수는 표 5-41과 같이 5.66이며, 

평균보다 높은 피험자가 6명, 낮은 피험자가 4명이며, 공학전공의 피험자들은 대

체로 시각정보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수리논리력 적성 인원 적성점수 (총점 10점) 문자과제 난이도

높은 적성 6 6.43 4.17

낮은 적성 4 4.51 4.0

공학전공자 평균 10 5.66 4.1

표� 5-41.� 공학전공자들의� 시각예술능력� 평가결과

시각과제의�상대베타값� (공학전공의�시각예술능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2433 0.2238 0.2355 0.252

Fp2 0.2473 0.2089 0.2319 0.041

F3 0.2809 0.2650 0.2745 0.186

F4 0.2806 0.2583 0.2717 0.143

P3 0.2821 0.2538 0.2708 0.163

P4 0.2989 0.2914 0.2959 0.313

O1 0.3001 0.2905 0.2968 0.320

O2 0.3118 0.2765 0.2976 0.037

표� 5-42.� 공학전공의� 시각예술능력� 점수기준� 시각과제� 상대베타값

공학전공자피험자 중 시각예술능력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상대베타값에서는 표 

5-42와 같이 적성 점수가 높은 피험자가 낮은 점수의 피험자에 비해 전반적으

로 높은 활성화를 보였다. 상대베타값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우

측 전전두엽(Fp2)과 우측 후두엽(O2)에서 확인되었으며, 높은 적성의 점수를 보

인 피험자들의 뇌파 활성화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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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제의�상대감마값� (공학전공의�시각예술능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1966 0.1788 0.1894 0.262

Fp2 0.1948 0.1612 0.1814 0.126

F3 0.2143 0.2187 0.2161 0.448

F4 0.2110 0.2097 0.2105 0.481

P3 0.2280 0.2012 0.2173 0.296

P4 0.2694 0.2573 0.2645 0.329

O1 0.2744 0.2716 0.2733 0.457

O2 0.2932 0.2371 0.2708 0.073

표� 5-43.� 공학전공의� 시각예술능력� 점수기준� 시각과제� 상대감마값

상대감마값에서는 표 5-43과 같이 측정 부위에 따라 뇌파 활성화가 다르게 나

타났다. 우측 반외에서 높은 적성의 공학전공자들의 지표가 미세하게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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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인문학전공자의 적성에 따른 결과

(1) 언어능력 기준 문자정보과제 결과

인문학전공자들의 언어능력 적성검사 평균점수는 7.52이며, 평균보다 높은 점수

의 피험자가 3명, 낮은 피험자가 4명이며, 높은 적성을 받은 피험자들이 낮은 적

성의 피험자보다 문자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하였다.(표 5-44)

언어능력 적성 인원 적성점수 (총점 10점) 문자과제 난이도

높은 적성 3 8.63 4.33

낮은 적성 4 6.79 3.50

인문학전공자 평균 10 7.52 3.8

표� 5-44.� 인문학전공자들의� 언어능력� 평가결과

문자과제의�상대베타값� (인문학전공의�언어능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1981 0.1907 0.1995 0.332

Fp2 0.2044 0.2088 0.2018 0.441

F3 0.2500 0.2197 0.2404 0.187

F4 0.2580 0.2157 0.2330 0.086

P3 0.2937 0.2748 0.2842 0.307

P4 0.2884 0.2644 0.2789 0.320

O1 0.2840 0.3034 0.2963 0.227

O2 0.2703 0.2899 0.2889 0.273

표� 5-45.� 인문학전공자의� 언어능력� 점수기준� 문자과제� 상대베타값

인문학전공자 중 상대베타값 지표에서 측정부위에 따라 적성 점수가 높은 피험

자와 낮은 점수의 피험자의 활성화 지표의 다르게 나타나 나타났다. (표 5-45) 

후두엽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언어능력이 높은 인문학 전공자의 상대베타값 지

표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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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과제의�상대감마값� (인문학전공의�언어능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1348 0.1491 0.1484 0.274

Fp2 0.1398 0.1598 0.1432 0.234

F3 0.1683 0.1452 0.1644 0.278

F4 0.1756 0.1491 0.1595 0.185

P3 0.2198 0.2189 0.2277 0.491

P4 0.2005 0.2080 0.2120 0.446

O1 0.2387 0.2616 0.2636 0.218

O2 0.2281 0.2276 0.2425 0.496

표� 5-46.� 인문학전공자의� 언어능력� 점수기준� 문자과제� 상대감마값

상대감마값 지표의 경우 측정부위에 따라 적성 점수가 높은 인문학 전공자와 낮

은 점수의 인문학 전공자의 활성화 지표의 다르게 나타나 나타났다.(표 5-46) 

전두엽에서는 적성 점수가 높은 피험자가 후두엽에서는 적성 점수가 낮은 피험

자의 활성화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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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논리력 기준 수치정보과제 결과

인문학전공자들의 수리논리력 평균점수는 7.00이며, 평균보다 높은 피험자가 4

명, 낮은 피험자가 4명이며, 높은 적성 점수의 피험자들이 낮은 적성 점수의 피

험자보다 수치 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하였다.(표 5-47)

수리논리력 적성 인원 적성점수 (총점 10점) 수치과제 난이도

높은 적성 4 8.26 3.75

낮은 적성 4 5.67 3.50

인문학전공자 평균 10 7.00 3.7

표� 5-47.� 인문학전공자들의� 수리논리력� 평가결과

문자과제의�상대베타값� (인문학전공의�수리논리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1657 0.1806 0.1866 0.235

Fp2 0.1902 0.1703 0.1921 0.148

F3 0.1938 0.2048 0.2183 0.417

F4 0.2013 0.2134 0.2249 0.385

P3 0.2490 0.2819 0.2649 0.186

P4 0.2385 0.2761 0.2666 0.182

O1 0.2765 0.2967 0.2856 0.240

O2 0.2522 0.2894 0.2744 0.199

표� 5-48.� 인문학전공자의� 수리논리력� 점수기준� 수치과제� 상대베타값

인문학전공자들은 수리논리력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피험자들의 상대베타값에 

있어 우측 전전두엽(Fp2)을 제외하고 모든 측정 지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표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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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과제의�상대베타값� (인문학전공의�수리논리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1396 0.1688 0.1570 0.239

Fp2 0.1563 0.1410 0.1513 0.299

F3 0.1515 0.1544 0.1642 0.470

F4 0.1481 0.1697 0.1673 0.264

P3 0.2289 0.2930 0.2452 0.012

P4 0.2158 0.2622 0.2351 0.164

O1 0.2781 0.3457 0.2890 0.013

O2 0.2281 0.3198 0.2619 0.040

표� 5-49.� 인문학전공자의� 수리논리력� 점수기준� 수치과제� 상대감마값

인문학전공자들은 수리논리력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낮은 점수의 인문학전공자

들이 우측 전전두엽(Fp2)를 제외하고 모든 측정지점에서 수리논리력 점수가 높

은 피험자보다 높았다.(표 5-49) 좌측 두정엽(P3)과 후두엽(O1, O2)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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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예술능력 기준 시각정보과제 결과

인문학전공자들의 시각예술능력의 평균점수는 6.16이며, 평균보다 높은 피험자가 

4명, 낮은 피험자가 4명이며, 높은 적성 점수의 피험자들이 낮은 적성 점수의 피

험자보다 과제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평가하였다.(표 5-50)

시각예술능력 적성 인원 적성점수 (총점 10점) 시각과제 난이도

높은 적성 4 7.37 4.25

낮은 적성 4 5.00 5.00

인문학전공자 평균 10 6.16 4.60

표� 5-50.� 인문학전공자들의� 시각예술능력� 평가결과

시각과제의�상대베타값� (인문학전공의�시각예술능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2351 0.2278 0.2190 0.401

Fp2 0.2279 0.2185 0.2276 0.403

F3 0.2524 0.2411 0.2504 0.389

F4 0.2590 0.2316 0.2515 0.281

P3 0.2746 0.2792 0.2798 0.456

P4 0.2902 0.2788 0.2886 0.387

O1 0.3006 0.2840 0.2942 0.347

O2 0.2844 0.3018 0.2999 0.323

표� 5-51.� 인문학전공자의� 시각예술능력� 점수기준� 시각과제� 상대베타값

인문학전공자들은 시각예술능력 점수가 높은 피험자와 낮은 점수의 피험자 사이

에 상대베타값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표 5-51) 이는 다른 전공에 측정

지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것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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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제의�상대감마값� (인문학전공의�시각예술능력)

측정

부위

높은 

적성

낮은 

적성

전공

평균
p값

Fp1 0.1720 0.1618 0.1584 0.414

Fp2 0.1536 0.1676 0.1656 0.382

F3 0.1664 0.1742 0.1729 0.435

F4 0.1697 0.1713 0.1781 0.486

P3 0.2106 0.2355 0.2338 0.334

P4 0.2168 0.2189 0.2279 0.486

O1 0.2681 0.2642 0.2716 0.476

O2 0.2396 0.2643 0.2658 0.346

표� 5-52.� 인문학전공자의� 시각예술능력� 점수기준� 시각과제� 상대감마값

인문학전공자들은 시각예술능력 점수가 낮은 점수의 피험자가 전반적으로 상대

감마값 지표가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52) 측정부위에서 따라 높

은 적성 점수의 피험자와 낮은 적성 점수의 피험자의 뇌파지표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 적성 점수와 뇌파 반응과의 상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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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난이도 평가에 따른 결과 분석

5.5.1. 난이도 평가 개요

문자정보, 수치정보, 시각정보의 과제에 대한 뇌파측정 실험을 종료한 후 피험자

들에게 수행한 과제에 대한 난이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1 매우 

쉽다, 5 매우 어렵다) 각 전공별로 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한 집단과 과제가 쉬웠

다고 평가한 집단의 뇌파지표를 비교하였다. 인문학전공자들과 공학전공자들은 

시각정보과제가 가장 어렵다고 한 반면, 표 5-53와 같이 디자인전공자들은 수치

정보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인문학전공자들은 공학전공자보

다 문자정보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뇌파측정용 과제 난이도 평가 (5점 기준)

과제 과제 내용
인문학

전공

공학전

공

디자인

전공

문자정보과제
문장 만들기: 제시된 단어를 조합하여 

완성된 문장 만들기
3.8 3.1 3.3

수치정보과제
수식 완성하기: 제시된 수식에 숫자를 넣어 

등식 완성하기
3.7 3.7 4.1

시각정보과제
패턴 맞추기: 9개의 이미지 조각을 3X3의 

완성된 이미지 만들기
4.6 4.1 3.0

표� 5-53.� 3개� 과제에� 대한� 난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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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디자인전공자의 난이도에 따른 결과

(1) 문자정보과제 난이도에 따른 결과

디자인전공자들은 문자정보과제의 난이도를 표 5-54와 같이 평균 3.3으로 평가

하였으며, 어렵다고 평가한 피험자들의 언어능력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문자정보과제 인원 문자과제 난이도 (5점) 언어능력 평균점수

어렵다는 평가 5 4 7.36

쉽다는 평가 5 2.6 6.11

디자인전공자 평균 10 3.3 6.73

표� 5-54.� 디자인전공자들의� 문자정보과제의� 난이도� 평가

문자과제의�상대베타값� (디자인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2358 0.2072 0.2215 0.163

Fp2 0.2218 0.1888 0.2053 0.139

F3 0.2665 0.2595 0.2630 0.398

F4 0.2694 0.2408 0.2551 0.066

P3 0.2915 0.3137 0.3026 0.163

P4 0.2947 0.3116 0.3032 0.180

O1 0.3138 0.3305 0.3222 0.217

O2 0.3138 0.3184 0.3161 0.425

표� 5-55.� 디자인전공자의� 문자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베타값

표 5-55와 같이 문자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한 디자인 전공의 집단이 쉽다고 평

가한 집단보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전전두엽(Fp1, Fp2)과 전두엽(F3, 

F4)에서 더 높은 상대베타값 지표를 보였다. 두정엽(P3, p4)과 후두엽(O1, O2)

에서는 쉽다고 평가한 집단의 상대베타값 지표가 미세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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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과제의�상대감마값� (디자인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1808 0.1471 0.1640 0.075

Fp2 0.1737 0.1347 0.1542 0.064

F3 0.1830 0.1812 0.1821 0.468

F4 0.1990 0.1597 0.1794 0.049

P3 0.2295 0.2696 0.2495 0.097

P4 0.2304 0.2608 0.2456 0.152

O1 0.2666 0.2978 0.2822 0.183

O2 0.2556 0.2806 0.2681 0.284

표� 5-56.� 디자인전공자의� 문자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감마값

표 5-56과 같이 디자인전공자 중 문자정보과제가 어렵다고 답변한 피험자들이 

전전두엽과 전두엽에서 감마파의 활성화가 높은 반면, 두정엽과 후두엽에서는 쉬

웠다고 평가한 피험자의 지표가 더 높았다. 새로운 과제에 반응하는 전전두엽에

서의 지표는 문자 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한 피험자의 활성화 지표가 높았다.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우측 전두엽(F4)에서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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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정보과제 난이도에 따른 결과

디자인전공자들은 수치정보과제의 난이도를 표 5-57과 같이 평균 4.1로 평가하

였으며, 과제가 쉽다고 평가한 피험자들의 수리논리력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피험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평균점수에 해당되어, 난이도에 따른 분석의 

대상자가 5명으로 한정하였다.

수치정보과제 인원 수치과제 난이도 (5점) 수리논리력 평균점수

어렵다는 평가 3 5 5.11

쉽다는 평가 2 3 5.62

디자인전공자 평균 10 4.1 5.62

표� 5-57.� 디자인전공자들의� 수치정보과제의� 난이도� 평가

수치과제의�상대베타값� (디자인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2113 0.1749 0.2113 0.210

Fp2 0.2178 0.1573 0.2006 0.051

F3 0.2643 0.2385 0.2618 0.117

F4 0.2565 0.2415 0.2570 0.037

P3 0.3216 0.3201 0.3097 0.429

P4 0.3115 0.3139 0.3149 0.427

O1 0.3275 0.3363 0.3298 0.354

O2 0.3023 0.3405 0.3216 0.112

표� 5-58.� 디자인전공자의� 수치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베타값

디자인전공자 중 수치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한 피험자들이 전전두엽(Fp1, Fp2)과 

전두엽(F3, F4)에서는 베타파의 활성이 높은 반면, 후두엽(O1, O2)에서는 쉬웠

다고 평가한 디자인전공자들의 지표가 표 5-58과 같이 높았다. 우측 전두엽(F4) 

쉽다고 응답한 디자인전공자들의 상대베타값 지표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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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과제의�상대감마값� (디자인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1662 0.1579 0.1725 0.429

Fp2 0.1711 0.1348 0.1647 0.120

F3 0.1947 0.1898 0.1998 0.439

F4 0.1828 0.1964 0.1944 0.317

P3 0.2781 0.3061 0.2702 0.064

P4 0.2592 0.2850 0.2708 0.099

O1 0.3087 0.3394 0.3143 0.142

O2 0.2824 0.3276 0.2760 0.243

표� 5-59.� 디자인전공자의� 수치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감마값

디자인전공자 중 수치정보과제가 쉽다고 답변한 피험자들이 전전두엽(Fp1, Fp2)

을 제외하고 표 5-59와 같이 모든 측정지점에서 상대감마값 지표가 높았다. 새

로운 과제에 반응하는 전전두엽에서 상대베타값, 상대감마값 2개의 뇌파 지표는 

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한 피험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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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정보과제 난이도에 따른 결과

디자인전공자들은 시각정보과제의 난이도를 표 5-60과 같이 평균 3.0으로 평가

하였으며, 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한 피험자들의 시각예술능력의 평균점수가 더 높

았다.

시각정보과제 인원 시각과제 난이도 (5점) 시각예술능력 평균점수

어렵다는 평가 4 4.5 8.13

쉽다는 평가 5 1.8 7.89

디자인전공자 평균 10 3.0 7.98

표� 5-60.� 디자인전공자들의� 시각정보과제의� 난이도� 평가

시각과제의�상대베타값� (디자인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1997 0.2469 0.2274 0.089

Fp2 0.2163 0.2429 0.2295 0.208

F3 0.2520 0.2948 0.2779 0.023

F4 0.2765 0.2908 0.2773 0.260

P3 0.2985 0.3197 0.3105 0.166

P4 0.3149 0.3210 0.3175 0.394

O1 0.3335 0.3235 0.3307 0.327

O2 0.3344 0.3169 0.3276 0.282

표� 5-61.� 디자인전공자의� 시각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베타값

시각과제가 쉽다고 평가한 디자인전공자들은 표 5-61과 같이 전전두엽, 전두엽

에서 상대베타값의 지표가 높았으며, 후두엽에서는 미세하게 어렵다고 응답한 피

험자들의 지표가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좌측 전두엽(F3)에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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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제의�상대감마값� (디자인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1585 0.1894 0.1774 0.175

Fp2 0.1915 0.1786 0.1836 0.324

F3 0.1851 0.2194 0.2071 0.020

F4 0.2162 0.2136 0.2110 0.449

P3 0.2646 0.2684 0.2707 0.449

P4 0.2735 0.2563 0.2671 0.282

O1 0.3232 0.2881 0.3101 0.128

O2 0.3156 0.2651 0.2963 0.116

표� 5-62.� 디자인전공자의� 시각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감마값

표 5-62과 같이 디자인전공자 중 시각정보과제가 어렵다고 답변한 피험자들이 

전전두엽과 전두엽에서는 감마파의 활성화가 낮은 반면,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후

두엽에서는 어렵다고 평가한 피험자의 지표가 더 높았다. 새로운 과제에 반응하

는 전전두엽에서의 지표는 과제가 쉬웠다고 평가한 피험자의 활성화가 높았는데, 

이는 수치과제와 문자과제의 난이도와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상대베타값과 상

대감마값 모두 좌측 전두엽(F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과제가 쉬었다고 평가한 피험자들의 지표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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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공학전공자의 난이도에 따른 결과

(1) 문자정보과제 난이도에 따른 결과

공학전공자들은 문자정보과제의 난이도를 표 5-63과 같이 평균 3.1로 평가하였

으며, 문자과제가 쉬웠다고 평가한 피험자들의 언어능력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문자정보과제 인원 문자과제 난이도 (5점) 언어능력 평균점수

어렵다는 평가 4 4.0 7.50

쉽다는 평가 3 2.0 8.81

공학전공자 평균 10 3.1 7.77

표� 5-63.� 공학전공자들의� 문자정보과제의� 난이도� 평가

문자과제의�상대베타값� (공학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2406 0.2411 0.2284 0.495

Fp2 0.2275 0.2351 0.2237 0.427

F3 0.2865 0.2359 0.2631 0.177

F4 0.2620 0.2803 0.2645 0.323

P3 0.2961 0.3371 0.2909 0.052

P4 0.3002 0.3033 0.2971 0.453

O1 0.2668 0.3036 0.2858 0.251

O2 0.2927 0.2959 0.2963 0.467

표� 5-64.� 공학전공자의� 문자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베타값

공학전공자 중 문자정보과제가 어렵다고 답변한 피험자들이 표 5-64와 같이 베

타파의 활성 지표가 좌측 전두엽(F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쉽다고 평가한 피험

자의 우측 전두엽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난이도에 따른 상대베타값 지표 차이는 좌측 반구에서 상대적

으로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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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과제의�상대감마값� (공학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1507 0.1780 0.1533 0.167

Fp2 0.1395 0.1685 0.1501 0.155

F3 0.1854 0.1538 0.1749 0.262

F4 0.1612 0.2014 0.1753 0.054

P3 0.2294 0.2707 0.2252 0.003

P4 0.2150 0.2321 0.2194 0.162

O1 0.2131 0.2585 0.2297 0.169

O2 0.2312 0.2291 0.2307 0.484

표� 5-65.� 공학전공자의� 문자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감마값

공학전공자 중 문자정보과제가 어렵다고 답변한 피험자들의 좌측 전두엽에서 상

대감마파의 지표가 높게 나타났으며, 쉽다고 평가한 피험자의 우측 전두엽에서 

더 높은 것으로 표 5-65와 같이 확인되었다. 새로운 과제에 반응하는 전전두엽

의 경우, 상대감마값에서 좌뇌와 우뇌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지표는 좌측 두정엽(P3)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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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정보과제 난이도에 따른 결과

공학전공자들은 수치정보과제의 난이도를 표 5-66과 같이 평균 3.7로 평가하였

으며, 수치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한 집단과 쉽다고 평가한 집단 사이에 수리논리

력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수치정보과제 인원 수치과제 난이도 (5점) 수리논리력 평균점수

어렵다는 평가 7 4.14 8.34

쉽다는 평가 3 2.67 8.39

공학전공자 평균 10 3.7 8.36

표� 5-66.� 공학전공자들의� 수치정보과제의� 난이도� 평가

수치과제의�상대베타값� (공학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1789 0.1811 0.1796 0.471

Fp2 0.1882 0.2017 0.1923 0.324

F3 0.2470 0.2142 0.2371 0.083

F4 0.2402 0.2570 0.2452 0.268

P3 0.3060 0.2468 0.2882 0.045

P4 0.2989 0.3029 0.3001 0.388

O1 0.2999 0.2348 0.2804 0.036

O2 0.2826 0.3087 0.2905 0.116

표� 5-67.� 공학전공자의� 수치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베타값

표 5-67과 같이 공학전공자 중 수치정보과제가 어렵다고 답변한 피험자와 쉽다

고 평가한 피험자들의 상대베타값 차이가 좌측 반구에 크게 나타났다. 수치정보

를 관장하는 좌측 두정엽(P3)과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좌측 후두엽(O1)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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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과제의�상대감마값� (공학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1248 0.1414 0.1298 0.245

Fp2 0.1310 0.1497 0.1366 0.242

F3 0.1839 0.1612 0.1771 0.068

F4 0.1753 0.1839 0.1779 0.387

P3 0.2787 0.2050 0.2566 0.085

P4 0.2583 0.2476 0.2551 0.305

O1 0.2819 0.1896 0.2542 0.014

O2 0.2557 0.2713 0.2604 0.350

표� 5-68.� 공학전공자의� 수치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감마값

공학전공자 중 수치정보과제가 어렵다고 답변한 피험자와 쉽다고 평가한 피험자

들의 상대감마값 차이가 표 5-68과 같이 좌측 반구에 크게 나타났다. 새로운 과

제에 반응하는 전전두엽의 경우, 쉽다고 답변한 피험자에서 뇌파 활성화가 미세

하게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좌측 후두엽(O1)에

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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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정보과제 난이도에 따른 결과

공학전공자들은 표 5-69와 같이 시각정보과제의 난이도를 평균 4.1로 평가하였

으며, 시각과제가 쉽다고 평가한 피험자가 1명으로 조사되어, 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한 집단의 지표와 공학전공자들의 평균값만을 비교하였다.

수치정보과제 인원 시각과제 난이도 (5점) 수리논리력 평균점수

어렵다는 평가 3 4.94 4.94

쉽다는 평가 1 2.67 4.64

공학전공자 평균 10 4.1 5.66

표� 5-69.� 공학전공자들의� 시각정보과제의� 난이도� 평가

시각과제의�상대베타값� (공학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2294 0.2355 0.373

Fp2 0.2162 0.2319 0.237

F3 0.2501 0.2745 0.075

F4 0.2650 0.2717 0.368

P3 0.2331 0.2708 0.082

P4 0.2989 0.2959 0.421

O1 0.2788 0.2963 0.169

O2 0.2637 0.2976 0.064

표� 5-70.� 공학전공자의� 시각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베타값

표 5-70과 같이 공학전공자 중 시각정보과제가 어렵다고 답변한 피험자들은 공

학전공 피험자들의 시각과제 뇌파 지표 전체 평균값과 비교하여 상대베타값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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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제의�상대감마값� (공학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1622 0.1894 0.144

Fp2 0.1521 0.1814 0.142

F3 0.1685 0.2161 0.068

F4 0.1906 0.2105 0.206

P3 0.1621 0.2173 0.114

P4 0.2451 0.2645 0.223

O1 0.2425 0.2733 0.095

O2 0.2019 0.2708 0.044

표� 5-71.� 공학전공자의� 시각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감마값

공학전공자 중 시각정보과제가 어렵다고 답변한 피험자들은 공학전공 피험자들

의 시각과제 뇌파 지표 전체 평균값과 비교하여 표 5-71과 같이 상대감마값이 

낮게 나타났다. 공학전공의 피험자 평균 지표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는 우측 후두엽(O2) 상대감마값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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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인문학전공자의 난이도에 따른 결과

(1) 문자정보과제 난이도 기준 결과

인문학전공자들은 문자정보과제의 난이도를 표 5-72와 같이 평균 3.8로 평가하

였으며, 문자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한 피험자들의 언어능력 평균점수가 쉽다고 평

가한 피험자보다 더 높았다. 

문자정보과제 인원 문자과제 난이도 (5점) 언어능력 평균점수

어렵다는 평가 6 4.3 7.86

쉽다는 평가 4 3.0 7.01

인문학전공자 평균 10 3.8 7.52

표� 5-72.� 인문학전공자들의� 문자정보과제의� 난이도� 평가

문자과제의�상대베타값� (인문학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2013 0.1968 0.1995 0.399

Fp2 0.2022 0.2013 0.2018 1.860

F3 0.2538 0.2204 0.2404 0.089

F4 0.2500 0.2075 0.2330 0.015

P3 0.2958 0.2669 0.2842 0.117

P4 0.2914 0.2602 0.2789 0.175

O1 0.2986 0.2929 0.2963 0.376

O2 0.2921 0.2841 0.2889 0.370

표� 5-73.� 인문학전공자의� 문자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베타값

문자정보과제가 어렵다고 응답한 인문학 전공자들의 상대베타값이 쉽다고 응답

한 인문학 전공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표 5-73과 같이 

우측 전두엽(F4)에서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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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과제의�상대감마값� (인문학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1419 0.1581 0.1484 0.231

Fp2 0.1425 0.1441 0.1432 0.470

F3 0.1792 0.1422 0.1644 0.089

F4 0.1747 0.1367 0.1595 0.015

P3 0.2359 0.2154 0.2277 0.239

P4 0.2170 0.2045 0.2120 0.370

O1 0.2634 0.2639 0.2636 0.493

O2 0.2506 0.2304 0.2425 0.317

표� 5-74.� 인문학전공자의� 문자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감마값

인문학전공자 중 문자정보과제가 어렵다고 답변한 피험자들이 전전두엽(Fp1, 

Fp2)을 제외하고 표 5-74와 같이 모든 측정지점에서 과제가 쉽다고 응답한 피

험자 집단보다 감마파의 활성화가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우측 전두엽(F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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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정보과제 난이도에 따른 결과

인문학전공자들은 수치정보과제의 난이도를 표 5-75와 같이 평균 3.7로 평가하

였으며, 수치과제가 쉽다고 평가한 피험자들의 수리논리력 평균점수가 과제가 어

렵다고 평가한 피험자보다 더 높았다. 

문자정보과제 인원 수치과제 난이도 (5점) 수리논리력 평균점수

어렵다는 평가 6 4.14 6.84

쉽다는 평가 3 2.67 7.38

인문학전공자 평균 10 3.7 7.00

표� 5-75.� 인문학전공자들의� 수치정보과제의� 난이도� 평가

수치과제의�상대베타값� (인문학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2005 0.1541 0.1866 0.034

Fp2 0.2032 0.1661 0.1921 0.064

F3 0.2553 0.1318 0.2183 0.001

F4 0.2583 0.1470 0.2249 0.000

P3 0.2826 0.2236 0.2649 0.040

P4 0.2936 0.2034 0.2666 0.001

O1 0.3024 0.2463 0.2856 0.005

O2 0.3014 0.2112 0.2744 0.005

표� 5-76.� 인문학전공자의� 수치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베타값

수치정보과제가 어렵다고 응답한 인문학 전공자들은 표 5-76과 같이 모든 측정 

지점에서 쉽다고 응답한 인문학 전공자보다 높은 베타파 활성화 지표를 보였다. 

우측 전전두엽(Fp2)을 제외하고 모든 측정지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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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과제의�상대감마값� (인문학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1505 0.1721 0.1570 0.268

Fp2 0.1479 0.1593 0.1513 0.324

F3 0.1882 0.1082 0.1642 0.004

F4 0.1892 0.1163 0.1673 0.002

P3 0.2439 0.2482 0.2452 0.465

P4 0.2454 0.2112 0.2351 0.207

O1 0.2904 0.2859 0.2890 0.467

O2 0.2840 0.2104 0.2619 0.098

표� 5-77.� 인문학전공자의� 수치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감마값

상대감마값에서는 쉽다는 응답자들의 지표가 전전두엽에서는 높았지만, 전두엽에

서는 어렵다고 응답한 피험자들이 높은 지표를 보였으며, 표 5-77과 같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전두엽(F3, F4)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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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정보과제 난이도에 따른 결과

인문학전공자들은 시각정보과제의 난이도를 표 5-78과 같이 평균 4.6로 평가하

였으며, 쉽다고 평가한 피험자들의 난이도 평균점수가 4.0으로 인문학전공자들은 

시각정보과제를 어렵다고 응답했다. 평균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문자정보과제 인원 시각과제 난이도 (5점) 시각예술능력 평균점수

어렵다는 평가 6 5 5.66

쉽다는 평가 4 4 6.92

인문학전공자 평균 10 4.6 6.16

표� 5-78.� 인문학전공자들의� 시각정보과제의� 난이도� 평가

시각과제의�상대베타값� (인문학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1994 0.2484 0.2190 0.081

Fp2 0.2250 0.2315 0.2276 0.424

F3 0.2405 0.2651 0.2504 0.215

F4 0.2404 0.2681 0.2515 0.245

P3 0.2687 0.2966 0.2798 0.191

P4 0.2718 0.3138 0.2886 0.082

O1 0.2728 0.3263 0.2942 0.040

O2 0.2955 0.3066 0.2999 0.364

표� 5-79.� 인문학전공자의� 시각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베타값

인문학전공자 중 시각정보과제가 어렵다고 답변한 피험자들이 상대베타값이 쉽

다고 응답한 피험자들보다 높은 지표를 보였다. 표 5-79와 같이 우측 후두엽

(O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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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제의�상대베타값� (인문학전공자의�난이도�평가)

측정

부위

어렵다

응답자

쉽다

응답자

전공

평균
p값

Fp1 0.1325 0.1973 0.1584 0.062

Fp2 0.1619 0.1712 0.1656 0.402

F3 0.1633 0.1873 0.1729 0.258

F4 0.1692 0.1914 0.1781 0.279

P3 0.2218 0.2518 0.2338 0.268

P4 0.2111 0.2531 0.2279 0.183

O1 0.2490 0.3055 0.2716 0.124

O2 0.2561 0.2804 0.2658 0.323

표� 5-80.� 인문학전공자의� 시각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대베타값

인문학전공자 중 시각정보과제가 어렵다고 답변한 피험자들이 상대감마값이 쉽

다고 응답한 피험자들보다 표 5-80과 같이 높은 지표를 보였다. 시각정보를 처

리하는 후두엽에서도 쉽다고 응답한 피험자의 감마파가 활성화된 것이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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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전공별 특정 정보처리의 특성

6.1.1. 전공에 따른 특정정보처리의 차이점 

 

(1) 상대베타값 비교

인지과제 수행에서 생각을 많이 하거나 복잡한 계산을 처리할 때 나타나는 것으

로 알려진 베타파를 분석한 결과, 인문학전공의 피험자들이 모든 과제에서 낮은 

활성화를 보였으며 디자인전공자의 피험자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활성화지표를 

보였다. 새로운 과제에 반응하는 전전두엽(Fp1, Fp2)을 살펴보면 그림 6-1과 같

이 문자정보과제와 시각정보과제에 공학전공의 피험자의 활성화가 두드러졌으며, 

수치정보과제에는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의 지표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

과 전문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는 정보와 과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베타값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가장 많

이 확인된 정보유형은 수치정보이며, 디자인전공의 피험자와 인문학, 공학전공의 

피험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보유형에 관계없이 시각정보를 처리

하는 후두엽(O1, O2)의 상대베타값은 디자인전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6-1.� 정보유형에� 따른� 전공별� 상대베타값�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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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감마값 비교

어려운 인지과제 수행하거나 높은 각성과 주의집중 수준을 보여주는 감마파를 

분석한 결과, 인문학전공자들은 문자정보과제에서 낮은 지표를, 공학전공자들은 

수치정보과제에서 낮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 전공과 특정정보와의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정하면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정보유형은 그림 6-2와 같이 수치정보로, 새로운 과제

에 반응하는 전전두엽(Fp1, Fp2)에서 인문학, 디자인, 공학 순으로 높이며 그 차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전두엽은 새로운 정보와 

과제에 반응하는 뇌의 부위로 피험자가 생소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과제에 대

해 높은 뇌파활성화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후두

엽(O1, O2)에서 디자인전공자들의 뇌파 활성화가 두드러졌으며, 좌측 후두엽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수리(數理)와 언어를 담당한다고 알려진 두정엽

(P3, P4)에서 디자인전공 피험자의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나, 수치와 언어에 대

한 상대적으로 민감하는 대응하는 디자인전공자들의 인지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림� 6-2.� 정보유형에� 따른� 전공별� 상대감마값�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3) 집중력지표 비교

피험자가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집중력지표를 기준으로 통합

적 사고와 추론 활동을 하는 전전두엽(Fp1, Fp2)과 전두엽(F3, F4)을 살펴보면, 

그림 6-3과 같이 문자정보과제에서는 공학전공자들의 지표가 높으며 수치정보과

제에는 디자인전공자들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음이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수치정보의 좌측 후두엽(O1)에서만 나타났다. 시각정보과제에서

는 세 개 전공의 차이가 미세하나 디자인전공자의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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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세 개 과제 모두에서 디자인전공자들의 집중력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O1, O2)에서 이러한 특징

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이 정보유형에 관계없이 정보를 시

각적으로 접근하려는 인지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는 특징이다.

그림� 6-3.� 정보유형에� 따른� 전공별� 집중력지표�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4) 인지부하지표 비교

전체 뇌파에서 고주파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과제 수행에서 인지에 부하 정도

를 보여주는 인지부하지표(SEF 95%)는 뇌파측정지표 중 전공과 특정정보의 관

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 문자정보과제에서 인지부하지표는 미세하게 디자인전공, 

인문학전공, 공학전공 순으로 나타났다. 수치정보과제에서는 그림 6-4와 같이 

좌측 전전두엽(Fp1)과 두정엽(P3, P4), 좌측 후두엽(O1)에서 유의미한 지표 차

이를 확인되었다. 언어와 수치정보 처리를 주로 담당하는 두정엽(P3, P4)에서 디

자인전공의 피험자가 수치정보과제를 다룰 때 인지의 부하를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Kruskal-Wallis 검정의 결과 두정엽의 인지부하지표는 디자인전공-인

문학전공-공학전공 순으로 나타나, 수치와 수식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는 전

공들의 피험자들이 해당과제를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지적 부담을 가진 것으

로 보이며 디자인전공자들이 수치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좌측 반구의 측정 지점에 주로 확인되어 논리적 사

고에 좌측죄가 더 많이 활성화된다는 기존 학설과 상응한 결과를 보였다. 시각정

보과제에서 전반적으로 인문학전공이 가장 낮은 지표를 기록했으며, 좌측 전전두

엽(Fp1)에서 공학전공이 높았다. 시각정보과제의 전체 측정지점을 기준으로 할 

때 디자인전공자들이 인지부하지표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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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정보유형에� 따른� 전공별� 인지부하지표�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5) 전공과 특정정보처리의 상관관계

인문학, 공학, 디자인 각 전공자들이 문자정보과제, 수치정보과제, 시각정보과제

를 수행할 때 유의미한 뇌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험과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인문학전공과 공학전공의 교육과정과 업무에서 많이 다루어 익숙하고 

훈련된 문자정보와 수치과제를 다룰 때 그렇지 않은 전공에 비해 뇌파 활성화가 

낮으며, 특히 인지적 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수치정보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시각정보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 4개의 뇌파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자정보를 다룰 때 3개 전공의 피험자

들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았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주요 

시험이 문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일상생활과 일반 업무에서 문자를 주로 다루

며 수치정보와 시각정보에 비해 전공에 관계없이 가장 익숙한 정보유형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전공에 잘 다루지 않는 정보와 과제를 다룰 때 전전두엽에서 높은 뇌파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과학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전두엽은 인간 두뇌 활

동의 중심으로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며, 익숙

하거나 훈련된 과제에는 반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문자정보에 대해서

는 공학전공과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의 전전두엽의 뇌파 활성화가 두드러졌으

며, 수치정보를 대할 때는 디자인전공자와 인문전공자들의 전전두엽의 높은 활성

화가 확인되었다. 다만 시각정보에 있어서는 문자정보 및 수치정보와 다른 결과

를 보여주었는데 좌측 전전두엽에서만 공학전공의 피험자가 더 높은 활성화를 

보여주었으며 다른 전공과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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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디자인전공자들의 후두엽에서의 높은 뇌파 활성화가 확인되었다. 후두엽

은 시각정보처리를 전담하는 대뇌피질로, 후두엽에 손상을 입으면 색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사물의 형태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유형과 

과제에 관계없이 후두엽(O1, O2)에서의 뇌파지표는 디자인전공자가 가장 높았

으며, 뇌파와 fMRI 등의 실증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디자인 전공자들의 시각정보에 대한 적극적 인지 태

도로 확인할 수 있다. 시각정보를 다루는 데 훈련되었으며 시각정보를 통해 창의

성을 발현하도록 교육 받은 디자인전공자들이 시각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이는 문자정보와 수치정보에 익숙한 인문학전공자와 공학전공자들이 

해당 정보에 대해 낮은 뇌파 활성화를 보여주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넷째 시각정보처리와 관련하여 후두엽에서의 높은 뇌파지표들은 디자인전공자

들의 시각정보처리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과제수행에서 디자인전공자들

의 후두엽의 뇌파 활성화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디자인전공자들이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훈련과 교육의 영향으로 문자와 수치도 시각적으로 이해하

고 접근하려고 하는 인지적 태도로 볼 수 있다. 디자이너의 창의적 실험의 선행 

연구에서 이미지만 제공된 경우가 이미지와 문자를 함께 제공한 경우보다 더 창

의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디자이너의 시각적 사고와 시각적 정보 해석

과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6.1.2. 적성에 따른 특정정보처리의 차이점 

 

(1) 언어능력 적성 평가 

전공별로 언어능력의 높은 적성의 피험자와 낮은 적성을 기준으로 상대베타값과 

상대감마값을 살펴보면, 그림 6-5, 그림 6-6과 같이 새로운 과제에 반응하는 전

전두엽(Fp1, Fp2)에서 공학전공자와 디자인전공자는 높은 언어능력 점수를 받은 

피험자가 더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 언어능력 점수에 따라 뇌파 지표의 차이

를 가장 많이 보이는 피험자 집단은 공학전공자들로 전전두엽, 두정엽에서는 상

대베타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는 전전두엽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디자인전공자, 공학전공자 모두 언어능력 점수가 높

은 피험자들이 뇌파지표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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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언어능력에� 따른� 상대베타값�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그림� 6-6.� 언어능력에� 따른� 상대감마값�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2) 수리논리력 적성 평가 

수리논리력 평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적성점수의 피험자들이 낮은 적성점수

의 피험자들보다 베타파와 감마파의 높은 활성화를 보였다. 전전두엽과 전두엽을 

기준으로 할 때 언어능력, 시각예술능력의 뇌파지표와 다른 패턴으로 수리논리력

은 적성점수가 낮은 집단의 뇌파지표가 그림 6-7과 같이 대체로 더 높게 나타

났다. 인문학 전공의 피험자 중 수리논리력 점수가 낮은 집단이 좌측 두정엽

(P3), 후두엽(O1, O2)에서 높은 점수의 집단보다 감마파 활성화가 그림 6-8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로 보였다. 이는 익숙하지 않는 정보과 과제에 더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나, 표본의 수가 많지 않고 측정지점에 따라 높은 

적성점수의 피험자와 낮은 점수의 피험자간의 지표의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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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수리논리력에� 따른� 상대베타값�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그림� 6-8.� 수리논리력에� 따른� 상대감마값�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3) 시각예술능력 적성 평가 

시각예술능력 평가의 경우 전공별로 높은 적성점수의 피험자들과 낮은 적성점수

의 피험자들의 지표가 그림 6-9와 같이 일정한 패턴없이 나타나고 있다. 인문학

전공자와 공학전공자들에게는 시각예술능력의 높은 점수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

의 뇌파 지표의 차이가 작은 반면, 디자인전공자들에게 시각예술능력의 높은 점

수 집단과 낮은 집단과의 차이가 그림 6-10과 같이 상대감마값에서 크게 나타

났다. 수리논리력 평가와 달리 공학전공자들은 시각예술능력 점수가 높은 피험자

들의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나며, 디자인전공자들의 경우 전전두엽에서 높은 적성

점수의 피험자의 뇌파 활성화가 보이며 후두엽에서는 낮은 적성점수의 피험자가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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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시각예술능력에� 따른� 상대베타값�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그림� 6-10.� 시각예술능력에� 따른� 상대감마값�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4) 적성과 특정정보처리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피험자의 적성평가에 사용된 조사방법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

업적성평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일종의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설문조사가 

가지는 유효성의 한계와 정보유형에 최적화되지 못한 문항으로 피험자들이 스스로 

부여한 적성점수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적성점수와 과제의 난이도 평가 점수

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전전두엽과 전두엽을 한정하여 뇌파지표를 살펴보면, 언어능력과 시각예술능력의 경

우, 높은 점수를 받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문자과제와 시각과제를 수행할 때 

더 높은 뇌파 지표를 보이는 반면, 수치과제 수행에서는 낮은 점수의 집단이 더 높

은 뇌파지표를 보였다. 하지만 본 실험의 표본수가 크지 않고 적성평가의 도구가 정

교하지 않아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로 제시한 

적성과 특정정보처리에 있어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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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난이도에 따른 특정정보처리의 차이점 

 

(1) 문자정보과제의 난이도 

전공별로 문자정보과제를 어렵다고 평가한 피험자와 쉽다고 평가한 피험자들의 

상대베타값과 상대감마값을 보면, 그림 6-11, 그림 6-12와 같이 전공별로 반응

이 다르게 나타났다. 새로운 과제에 반응하는 전전두엽(Fp1, Fp2)에서는 디자인

전공자는 어렵다고 응답한 피험자의 지표가 높았지만, 인문학전공자와 공학전공

자들은 좌우뇌의 반응이 달랐다. 언어정보를 관장하는 두정엽(P3, P4)의 지표를 

보면 인문학전공자는 어렵다고 응답한 피험자가 높은 반면, 공학전공자와 디자인

전공자에서 쉽다고 응답한 피험자의 활성화가 더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뇌파지표는 상대감마값에서 확인되었으나, 인문학전공자와 디자인전공자들은 과

제가 어렵다고 응답한 피험자들의 뇌파지표가 높은 반면, 공학전공자들은 과제가 

쉽다고 응답한 피험자들의 뇌파지표가 높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림� 6-11.� 문자정보과제의� 난이도에� 따른� 상대베타값�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그림� 6-12.� 문자정보과제의� 난이도에� 따른� 상대감마값�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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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정보과제의 난이도 

전공별로 수치정보과제를 어렵다고 평가한 피험자와 쉽다고 평가한 피험자들의 

상대베타값과 상대감마값을 보면, 전공별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대베타값 

지표를 보면 그림 6-13과 같이 인문학전공자들에서 과제가 어렵다고 응답한 피

험자 집단이 쉽다고 응답한 피험자 집단보다 우측 전전두엽(O2)을 제외한 모든 

측정 부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학전공자와 디자인전공자들에게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 지표는 모두 과제가 어렵다고 응답한 피험자 집단이 쉽다고 

응답한 피험자 집단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상대감마값의 경우 그림 6-14와 

같이 새로운 과제에 반응하는 전전두엽(Fp1, Fp2)에서는 디자인전공자는 어렵다

고 응답한 피험자의 지표가 높았지만, 인문학전공자와 공학전공자들은 좌우뇌의 

반응이 달랐다. 수리정보를 관장하는 두정엽(P3, P4)의 지표를 보면 인문학전공

자와 공학전공자는 어렵다고 응답한 피험자가 높았다. 문자정보과제와 수치정보

과제에서 디자인전공자의 상대감마값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렵다고 응답한 피험

자들의 전전두엽에서 활성화는 높은 반면, 쉽다고 응답한 피험자들은 후두엽에서

의 지표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어렵다고 응답한 피험자들이 새로운 과제로 인식

하여 전두엽과 전전두엽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반면에, 쉽다고 응답한 피험자들은 

시각적 정보로 반응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6-13.� 수치정보과제의� 난이도에� 따른� 상대베타값�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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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수치정보과제의� 난이도에� 따른� 상대감마값�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3) 시각정보과제의 난이도 

인문학전공자들은 시각정보과제가 어렵다고 평가한 피험자들의 뇌파 활성화가 

쉽다고 평가한 피험자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공학전공자들은 평균보다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어려운 과제를 대할 때 전전두엽과 전두엽의 반응이 활성화된다는 

뇌신경과학의 기존 학설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어렵다고 생각한 과제에 소극적으

로 반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자인전공자의 경우 그림 6-15와 같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좌측 전두엽(F3)의 상대베타값, 상대감마값 모두에서 확

인되었으며, 모두 과제가 쉽다고 응답한 집단의 뇌파지표가 높았다. 하지만 인문

학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유형별 상대감마값을 보면 그림 6-16과 같이 시각

정보에 대한 지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피험자들이 느끼는 과제의 난이도와 

실제 뇌활동의 간극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6-15.� 시각정보과제의� 난이도에� 따른� 상대베타값�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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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시각정보과제의� 난이도에� 따른� 상대감마값� (녹색:인문학,� 청색:공학,� 적색:디자인)

(4) 난이도와 특정정보처리의 상관관계 

3가지 과제를 대상으로 한 뇌파측정실험을 마치고, 피험자들이 수행한 과제를 

평가한 난이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공별로 인지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

다. 디자인전공자들은 어렵다고 응답한 피험자들의 전전두엽에서의 활성도가 높

은 반면, 다른 전공은 측정 부위에 따라 과제가 어렵다고 답변한 피험자 집단과 

쉽다고 답변한 피험자 집단의 지표상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설문에 의존한 인지조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피험자가 생각하는 난

이도와 실제 뇌가 반응하는 난이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각 전

공별로 10명의 표본을 과제가 어렵다고 응답한 집단과 쉽다고 응답한 진단을 구

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아 난이도

에 따른 정보유형과 전공별 뇌파 지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디자인

인지 연구에 있어 디지털영상관찰, 뇌파측정과 같은 실증적 연구의 중요성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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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디자이너의 정보처리 특성

 

본 연구에서 인문학전공자, 공학전공자, 디자인전공자를 대상으로 정보유형에 따

른 뇌파반응을 통해 발견된 디자인전공자들의 정보처리의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의 시각적 수용 태도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은 정보유형에 관계없이 정보를 시각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보유형과 관계없이 시각정보를 담당하는 후

두엽에서 대부분의 뇌파지표가 디자인전공자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

자정보과제와 시각정보처리에서는 후두엽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디자인전공자들

의 뇌파지표가 높게 나타나 정보를 시각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정보유형별 뇌파지표를 보면, 시각정보에 대래 높은 지표를 보였는데 이는 

문자정보에 대해 인문학 전공자가 낮은 뇌파지표를 보이고 수치정보에 대해 공

학전공자가 낮은 뇌파지표를 보이는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상대적으로 익숙하

고 훈련된 시각정보과제에서도 어렵고 새로운 과제에서 활성화되는 전전두엽에

서 디자인전공자가 높은 뇌파 지표를 보이고 있어 시각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인

지 태도를 보였다. 이는 디자인전공자들의 시각적 정보에 대한 높은 편향성을 보

여주는 것으로, 각 정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과 접근법을 따르기 보다는 디

자인전공자들은 전공에서 훈련되고 익숙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시각적, 조형적의 문제해결과 창의적 접근에는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시각적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전공자들과 소통과 협

업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 

(2) 수치정보에 대한 인지부하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는 문자정보와 수치정보에 대해 인문학전공자와 공학전공자

에 비해 높은 뇌파활동의 지표를 보였다. 특히 수치정보를 대할 때 유의미한 차

이의 높은 뇌파 활성화가 나타나 수치 및 수식에 대해 디자인전공자들이 인지적

으로 부담을 느끼고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치정보에 있어, 

상대감마값을 제외하고 상대베타값, 집중력지표, 인지부하지표에서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이 모든 측정 부위에서 가장 높은 뇌파 지표를 보였다. 정보처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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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느끼는 부담을 보여주는 인지부하지표에서 다른 전공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이 수치정보에 대해 인지적으로 부담을 가지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실험결과와 같이 디자인 전공자들이 수치 정보에 대해 차

별적 인지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디자이너 양성 및 교육과정과 일정 부

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우리나라의 디자인대학의 입시교육은 사교육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디자인 입시의 사교육은 시각적 훈련과 조형 표현에 집중

되어 있으며 국내의 소수의 대학만을 제외하고 수학과목이 입시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디자인입시 교육과정에서부터 디자인을 전공하려는 사람은 입시에 필요

한 문과계열 수업과 미술 실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교육과정에서 수치

와 수식을 다루는 기회와 시간은 다른 전공에 비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디자인교육과정도 수치와 수식을 다루는 수업을 찾아보기 힘들며, 공학계

열과의 협업하는 수업이나 기회도 많지 않다. 시각을 다루는데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은 많은 반면 수리논리적 사고를 배우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디자인전공자가 수치정보에 대해 실험결과 같이 수

치정보를 생소하고 새로운 정보로 인식하여 전전두엽과 전두엽에서 높은 뇌파 

활성화를 보이고, 인지부하지표가 다른 전공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인지

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된다.

   디자인전공자들이 수치와 수식을 인지적으로 기피하는 태도는 현재의 디자인 

역할 변화와 영역 확대를 고려할 때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다. 수리논리력은 단순히 수치를 다루는 것을 이상으로 논리적, 체계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능력으로 디자인이 참여하는 다학제적 협력 연구가 증가하

는 추세에서 디자인에게 필요한 사고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치와 수식을 

다루는 경험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수리논리적 사고에 친숙해질 수 있는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과 공학 및 자연과학과의 협력 프로그램의 참여가 필요하다. 

(3) 모든 정보에 대한 높은 뇌파 활성도 

디자인전공자들은 모든 유형에 정보에 대해 공학과 인문학 전공의 피험자에 비

해 높은 뇌파 활성화의 지표를 보였다. 디자인전공의 피험자들은 뇌파측정데이터

는 전반적으로 공학전공자와 인문학전공자와 비교하여 높은 수치의 지표를 보였

으며, 수치정보의 상대감마값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8개 측정 부위에서 가장 높

은 뇌파 지표를 기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에서 디자인전공의 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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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뇌파지표가 가장 높아, 디자인전공자들이 모든 과제 수행에 있어 공학전

공자와 인문학전공자에 비해 적극적인 인지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디

자인전공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특히 우측 후두

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뇌파지표는 디자인전공자들의 창의적 사고 태도로 해석

할 수 있다. 뇌파, fMRI을 사용한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의성이 높은 사

람에게 공통적으로 우측 후두엽에서의 높은 뇌파지표가 나타났다. 이는 디자인 

전공자들은 디자인 행위에 있어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문제해결을 찾는 과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시각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접근을 중시한다. 정보 유형

에 관계없이 제시된 정보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중

시하는 디자인 교육과 훈련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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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1) 연구의 적용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뇌파지표를 통해 전공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정보를 대하는 

인지적 태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뇌신경과학과 인지과학에서 입

증된 것과 같이 익숙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정보와 과제에 전전

두엽이 활성화되며, 시각정보에 대해 후두엽이 활성화되는 등의 기존 이론을 뒷

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디자인전공자들이 인문학, 공학 등 서

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과의 협업에서 동일한 정보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과 해석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

다. 

   본 연구는 디자인행위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정보를 다루어야 

하고, 다른 전공과의 협업과 소통이 중요시해지는 환경에서 시각적 사고에 특화

된 디자인전공자에게 정보처리에 있어 과제를 제시한다. 상대적으로 교육과 훈련

과정에 다루지 않는 수치정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인지적 태도는 수리논리적 

접근과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다른 전공과의 협업과 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발견과 문제를 디자인 교육과 훈련에 접목하여, 디자인

프로세스와 행위에서 다른 유형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뇌기반 교육연구에서 피교육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 뇌의 활동도 

달라진다는 것을 주지시키면, 교육효과가 증진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디자이너

에게 수치정보와 문자정보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디자인의 다학제적 접근과 통합적 기능이라는 측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뇌교육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치정보와 과제에 대해 디자이너들이 

인지부담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수리논리력 교육과 훈련에 있어 중요한 점은 

단순한 수치와 수식 정보의 피상적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복된 훈련이 동반

되어야 한다. 구조화된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수리논리력 증진을 위한 별도의 교

육과정이 개설이 어렵다면,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수리논리력을 필요로 하는 디

자인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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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디자인전공, 공학전공, 디자인전공자를 대상으로 문자정보, 수치정보, 시각정보를 

처리할 때의 뇌파측정을 통해 전공자들에 따라 인지적 태도의 차이를 비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한정된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

로 한 실험연구로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일반화 시키는 것에는 한계를 가진다. 

선행연구에서 실시된 뇌파 및 fMRI 등의 장비를 이용한 디자인인지 실증적 연

구들도 본 연구에서와 같이 30명 내외를 넘지 않으며 소수의 인원으로 풍성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의 특성이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10

명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전공별로 적성과 난이도 평가로 실험 집단을 분리하여 

결과를 분석하여 데이터의 유효성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뇌파실험의 데이터는 현상만을 보여주고 원인은 연구자의 해석이 달려있는 

특성이 있어, 다수의 디자인인지 실증연구의 결론과 시사점들이 연구자의 연역적 

해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신경과학 연구가 단순히 인지적 활동과 뇌의 활성화 

부위를 연결시키는 연구에서 무리하게 인과적 추론을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한정된 실험을 통해 얻은 발견을 연역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물과 연구자의 경험 등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 

많은 한계와 취약점이 있는 만큼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3) 후속연구의 제안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전공과 공학전공과의 비교를 통해 디자인전공자들의 정보

처리특성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인지 연구를 위한 후속연구를 다

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디자인개발과정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문자정보, 

수치정보, 시각정보를 사용하여 디자이너의 정보처리특성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자정보, 수치정보, 시각정보는 디자인행위에 특화되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과제들로 디자이너의 정보처리특성을 차별적으로 규명하기에 한계

가 있다. 디자이너가 실제 디자인행위에서 문자, 수치, 이미지 등 정보 유형에 

따라 정보처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디자인 과정에 사용되

는 디자인 기획의 문자정보, 공학적 수치 데이터, 마케팅 등의 통계 자료, 디자

인 렌더링 등을 대상으로 실험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디자이너의 정보처리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처리의 차이가 전공 집단의 특성인지 개인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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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적성검사와 과제의 난이도 평가를 결합하

여 전공별로 정보처리의 차이가 전공의 특성인지 개인의 특성인지를 규명하고자 

했으나 정교하지 못한 실험설계와 충분하지 않은 피험자 숫자로 유의미한 차이

를 확인하지 못했다. 보다 정교하고 객관성을 가진 실험 방법으로 정보 유형에 

따라 처리에 있어 전공집단과 개인의 인지적 차이를 원인을 규명한다면 디자인 

교육과 훈련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문자정보, 수치정보, 시각정보 처리의 시계열 변화 분석 연구를 제안한

다. 본 연구에는 각 정보유형별로 70초 동안의 뇌파 측정값을 기록하고, 측정 시

간동안의 뇌파를 분석한 것으로 각 정보를 처리할 때의 시간에 따른 뇌파 변화

는 확인할 수 없다. 어려운 과제에 대한 반응, 집중력의 지속시간, 새로운 과제

에 반응하는 전전두엽의 반응 등을 시계열로 분석하면 디자이너의 정보처리 특

성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보처리에서의 시계열 변

화 연구에는 뇌파실험과 함께 뇌의 내부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능적자기공명

장치(fMRI) 실험을 병행하여 두개골 외부를 측정하는 뇌파 연구의 취약점을 보

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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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Processing 

of Designer by Brain Wave Comparison of Design, 

Art & Humanities and Engineering Major  

Kang, Sung Joong

Faculty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to explore cognitive process of designers is required for creative 

design education and structure of design process. Protocol analysis as widely 

used method for analyzing design activities has limitation since the result 

might be different by coding system and researchers. As new methods and 

system to investigate cognitive behaviour during design activities in real-time 

such as EEG, fMRI, PET are developed, the empirical researches to explore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in various fields are increasing. Most of 

researches using EEG(electroencephalography) in design have focused on how 

people perceive and react the design objects. Researches to investigate 

cognitive attitude in accordance with information types and the differences 

of cognitive behaviour in information processing comparing to other 

disciplines. 

   The information which designers should deal with in design process is 

getting various and complex. This study aims to inquire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s and information type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and 

explain discontinuity of design process and error and confusion i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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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through investigation of differences of creative process of 

information processing according to majors. Through comparison with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processing of engineering major and art & 

humanity major. This study gives clue to explain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attitude of ‘designer’, and find differentiation of cognitive attitude for 

designers.

   The main them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nd compare brain wave of 

art&humanity, engineering, design major subjects(30 persons) when they 

perform text-centered task, number-centered task, and image-centered task. 

Three-major subjects are asked to solve three different information type 

tasks, and brain waves of them during experiment are measured and 

recorded. Subjects are asked to answer test of verbal capability, 

numerical-logical capability, and visual-artistic capability, and to evaluate 

the difficulty of three tasks. Brain waves of subjects are measured at 8 

points of brain (prefrontal lobe, frontal lobe, parietal lobe, occipital lobe). 

The measured value of brain waves are converted into power spectrum 

value, and values are analyzed with relative beta, relative gamma, 

concentration index, and cognitive load index(SEF 95%). 

   Differences of brain wave index in accordance with major and 

information types are verified through experiment. Correlation of major and 

specific information types are partially identified. This correlation is shown 

clearly at number-centered task and the difference is little at text-centered 

task. While art&humanities major subjects who are highly trained with text 

show low brain wave index at text-centered task, engineering major subjects 

who practice numerical formula record low brain wave index at 

number-centered task. Although design major subjects are well-trained with 

visual information, brain wave index at image-centered task is high which 

does not accord with correlation of major and information types verified at 

engineering major and art&humanities major subjects. Since the value of 

aptitude test of subjects and the difficulties of tasks are in sufficient for 

reliability of research, the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score of ap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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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and difficulties of tasks are not identified.

   Major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attitude of designers according to 

information types are found. First design major subjects have inclination to 

take information visually regardless types. Design major subjects show 

relatively high brain wave index at prefrontal lobe which are activated with 

unfamiliar and difficult task at image-centered task, even they are well 

trained with image. Second design major subjects show higher brain wave 

index than subjects of art&humanities major and engineering major 

regarding to text information and numerical information. Especially design 

major subjects reveal sensitive attitude for numerical information with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Third design major subjects have higher 

brain index in all kinds of information types comparing to art&humanities 

major and engineering major, which means positive and creative approach of 

design major subjects for problem solving. 

keywords : Design cognition, Information processing, Brain wave, Design 

Activity, Brain plasticity

Student Number : 2004-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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