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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1. 실험실 모형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 Long-Term 

Assessment of EDA(Electrodermal Activity)를 통한 교감신경과 

Neurological Condition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 

* 교감 신경계 활성의 지표로서 Electrodermal activity (EDA) 
심리학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음. 



Methodology: 

1. Data were collected from 26 participants 
    - 18–56 during three separate experiments (physical task, 

cognitive task, and emotional task) 

2. one participant volunteered to wear the 
proposed sensor for a long-term experiment to 
measure EDA in situ. 
- to wear 
the proposed sensor with Ag/AgCl electrodes on his left distal forearm 24/7 for a 
week to measure long-term EDA during daily activities.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ous system, ANS)는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말초신경계를 지칭하며, 소화, 호흡, 땁 같은 

신진대사, 외분비샘과 일부 내분비샘을 통제하여 동물 내부의 환
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homeostatus).  

 source: HBR, Sept. 2014 

교감신경(SNS): 몸을 움직이거나 공부, 시험과 같은 긴
장 상태일 때 활발해진다.  
 
부교감 신경(PSNS): 교감 신경에 반해서, 편안한 상태에
서 활성화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활발해 질 경우 의욕
이 상실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① 강의를 들을 때, 

② TV 시청할 때, 

③ 실험실에 있을 때, 

④ 숙제할 때, 

⑤ 친구를  만나서 노닥거릴 때 

우리는 언제 집중도가 올라갈까?  

autonomic nervous system, ANS: 교감신경 & 부교감신경 activity 



강의를 들을 때와 TV 시청할 때 집중하는 정도는 비슷 

MIT media lab(2010): A Wearable Sensor for Unobtrusive, Long-term Assessment of Electrodermal Activity 

•MIT 대학생의 교감신경계 측정 결과, 교감신경계는 집중했을 때 활성화 됨. 
• 스스로 공부하거나 실험할 때, 친구를 만나는 시간에 교감신경계 활발. 
 



교수 학습적 관점에서 Implication: 

1. 자기주도적 학습 (Self-driven)  

2. 참여적 학습(Facilitating) 

3. 교수-학습적 관점에서  
   Brain Based Approach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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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