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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진동으로 두뇌를 자극하여 두뇌기능을 활상화 시키는 두뇌 활성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평생 3%정도만 사용하여 나머지 97%는 활용하지 않고 사장 시킨다. 이러한 잠들어 있는 뇌를 개발하는 
것이 건강과 창의력 증진에 중요하다. 최근 뇌에 끊임없는 자극을 줌으로서 인간의 뇌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는등 뇌연구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인간의 뇌에서 전기진동을 측정해보면 10±2Hz의 주파수를 갖는 리드미컬하
고 아름다운 파형 즉 α파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대뇌 생리학의 연구에 의해 명백하게 되었다. 이 상태에서는 인간의 두
뇌가 활성화 되고 직관이며 창의력이 나타나기 쉽고, 집중력 및 기억력이 향상된다. 결국 사람은 α파 지배가 되어야 비
로서 독창성과 상상력 등의 두뇌 능력이 발휘하게되는 것이다. 두뇌활성화의 방법으로서 종전에는 명상 등의 정신적 트
레이닝에 의해 α파 지배의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으나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달성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존에 개발된 여러 가지 기기들을 보면 인간의 오감자극중에 청각, 시각, 전자파 자극을 통한 두뇌 활성화를 
이룩하려고 하였으나, 효율이 낮고 사용상의 불편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품은 마이크로 모터의 회전축에 편향추를 부착하여 회전시키는 진동발생 원리에 의해, 각 뇌부위의 피부감각 자
극으로 뇌를 α파 지배상태로 만듬으로서 불활성 상태에 있는 두뇌를 자극하여 신체건강은 물론 두뇌기능을 활성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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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기억력 및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 두뇌 활성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장치는 사용이 간편하고 효율이 높은 특징
이 있다. 특히, 밴드 내에는 생명체의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씨앗을 삽입하여 두뇌에 공급하는 생명체간의 에너지 
교환현상을 적용하여 두뇌를 정화하는 신 개념의 발명품이 된다 하겠다. 결국 본 발명품은 진동자극과 생명체인 씨앗의 
생명 효과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서, 두뇌 활성화 즉 풍부한 영감과 창의력을 갖게 하고 학습(업무)능률 배가의 효과를 
얻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전체도

도 2은 본 발명의 두뇌 활성화 장치 구성도

도 3는 본 발명의 제어 회로도

도 4은 본 발명의 마이크로 모터 구동 신호도

도 5는 실험전 뇌파 변화

도 6은 실험후 뇌파 변화

[도면의 중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① 전원부

② 진동강도 설정부

③ 마이크로 컴퓨터부

④ 증폭부

⑤ 진동발생 모터부

⑥ 진동강도 설정부

⑦ 마이크로 컴퓨터부

⑧ 증폭부

⑨ 구동부

⑩ 전원부

⑪ 장치 Reset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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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진동발생 모터부

⑬ 모터회전시간

⑭ 모터회전 주기시간

W: 케이블

L: LCD

B: 밴드(씨앗 및 진동발생 모터 포함)

C: 콘넥터

F: 기능키

O : on/off 스위치

V : 진동발생 모터

S : 씨앗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두뇌 활성화 장치에 관한 것으로, 마이크로 모터의 진동원리 및 모터의 회전시간을 제어하여 진동 수파수를 
α파 수준으로 조절하고 밴드에 부착된 진동발생 모터를 이용하여 두뇌에 자극을 줌에 있어서 그 진동자극 효과를 생명
체의 총집합체인 씨앗요법의 원리와 접목시켜 진동자체 및 씨앗의 긍정적인 효과를 진동으로 증폭시켜 불활성 상태에 
있는 두뇌를 자극하여 활성화시키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씨앗요법의 원리는 향악집성(鄕樂集成)과 본초강목(本草綱目)의 문헌에서 씨앗을 이용한 질병치료의 사례(두통, 머리 
무거움, 혈압, 머리와 안면의 열 완화)를 찾아 볼 수 있듯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氣와 우리 몸의 氣를 서로 교환하여 씨
앗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생명력을 우리 몸에 받아들이고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나쁜기운을 씨앗이 흡수하여 없애게 
하는 氣보충법의 원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품의 구성이 되는 밴드내에 생명체를 갖는 씨앗 특히 과거문헌에 근
거하여 두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녹두약콩(쥐눈이콩, 서목태), 결명자, 메밀, 나팔꽃씨, 아우씨 등을 삽입하여 진동장
치와 같이 접목시킴으로서 인간의 두뇌를 명경지수와 같이 맑게하여 뇌기능의 활성화와 학습(업무)능력 및 기억력이 
노력이상으로 증가 시키는 작용을 하게된다.
    

    
본 발명품과 관련된 분야의 종래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브레인 싱크로 나이저(사이리서치 회로 개발)', '
IQ 이너퀘스트(W.A. Robinson 박사개발)', '에스프리트(Robert Austin 박사 개발)' 등이있고, 독일에는 '마인드 액티 
베이터(Bittner 박사개발)', '시타(Karl Heinz Gelsen 박사개발)' 가 있다. 가까운 일본에는 '파라메모리(政本和三박
사개발)', '알파코일(하시모토겐 박사개발)' 가 있으며 한국에는 '엠씨스퀘어(미국 라이트 앤드사운드 연구소 개발)', '
슈퍼 IQ(박희선 박사 개발)' 가 있다. 이중 에스프리트, IQ 이너퀘스트, 브레인 씽크로 나이저, 마인드 액티베이터, 시
타, 엠씨 스퀘어의 제품들은 하나같이 귀의 청각을 자극하거나 눈의 시각을 자극하거나 또는 양자를 동시에 자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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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즉 특정한 주파수의 음악이나 소리로 귀의 청각을 자극함으로서 뇌의 기억력 중추를 활성화시키든가 또는 특
정색깔(주파수)의 광선을 단속적으로 눈에 비춰 시각을 자극함으로서 뇌의 활성화를 이룩하려는 방법이다. 상기와 같
은 특정주파수 및 색깔방식의 장치들의 단점은 청각이나 시각에 특정한 음파나 광파는 그 에너지가 대단히 약하다. 따
라서 뇌에 주는 자극도 미미하다. 또한 뇌가 자극되는 힘이 약하고 사용함에 따라 쉽사리 습관화되어 그 효력이 약화된
다는 사실이 사용자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 뇌 전체에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각, 또는 청각등의 감각과 관련되는 
일부 뇌에만 자극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소리 및 빛의 강도가 높을 경우 청각이나 시각이 과잉 자극되어 오히려 뇌가 흥분되어 안전상태가 깨지게된다.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귀를 막는다는 관점에서 외부로부터의 다른 정보가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눈을 가
리고 강한 빛을 발사함으로서 눈을 뜰 수 없다.

    
따라서 독서가 불가능하게 되며 장시간 자극에도 장치 제거 시 사람에 따라 짧은 시간만이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결점
을 안고 있다. 이들 장치들은 신체적인 이완수면의 조절 등에는 다소 효과가 있으나 학습능력 극대화에는 다소 문제점
이 있다. 또다른 기기인 파라메모리는 오론쪽 귀와 왼쪽 귀에 주파수가 다른 소리를 보냄으로서 뇌의 청간중추에서 합
성되어 웅웅하는 울음소리로 지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중추성 울림현상'이 뇌의 고유진동과 일치함으로서 공명작용이 
일어나고 우뇌좌뇌가 활성화된다는 기술적 이론에 착안하고 있다. 이또한 상기에서 언급된 기기들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α코일 및 슈퍼 IQ는 그 원리가 거의 유사하며 세부적으로 보면 특수 펄스상 전자계를 발생하는 코일를 
머리 둘레에 씌어놓음으로서 전자계 유도 작용에 의해 뇌 내부에 펄스상 전자계와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유지시켜 α파
와 공진하는 상태로 만들고 α파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로 유도한다. 이것에 의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정신적으로 안정
된 통일 상태가 된다. 그러나 본 기기도 사용자에 따라 심한 두통 증세가 가끔 나타나며 사용실태 에서는 구입초기에는 
상당한 기대감으로 열심히 사용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 차이가 미미하거나 거의 느끼지 못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부분 시들해져 그 기대로 활용되지 않게 되는 제반 문제점이 존재하게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최근 수많은 학생들이 중, 고등학교의 일방적인 입시교육과 환경공해 및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등으로 건강악화, 자신감 
상실 및 불안 등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학생 및 일반성인 에게도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거 및 해소방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미세진동으로 인간의 뇌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뇌파를 α파 수준으로 조절해줌으로서 간편하
면서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두뇌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기억력과 학습(업무)능력을 향상 시키는것에 그 기술
적 과제의 목표를 두고있다. 또한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씨앗의 효과를 미세진동으로 증폭시켜 두뇌기능을 활성화 시키
는 것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두뇌 활성화 장치는 이하에서 첨부된 도변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한 두뇌 활성화 장치의 사용 환경을 개념적으로 도시 한 것이다. 도 1에 의하면 두뇌 활
성화 장치는 진동발생 모터(V) 및 씨앗(S)이 장착되는 헤드밴드(B)와 본 장치의 기능을 제어하는 콘넥터(C), 기능키
(F), on/off스위치(O), LCD(L)로 구성되는 기능제어기와 헤드밴드(B)와 기능제어기의 콘넥터(C)를 유선으로 연결
하는 케이블(W)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한다.

    
도 2는 도 1의 개념도를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으로, 본 발명의 장치는 회로와 진동용 마이크로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
는 전원부(①)와, 각 뇌 부위의 진동 강도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는 진동강도 설정부(②), 진동강도 설정값을 입력받아 
각 뇌부위에 마이크로 모터의 회전을 제어하는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마이크로 컴퓨터부(③)와, 마이크로 컴퓨터의 출

 - 4 -



등록특허 10-0379031

 
력 신호를 받아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신호로 증폭하여 모터를 구동하는 증폭부(④)와, 두뇌의 4개부위(전두엽, 후두
엽, 측두엽(좌), 측두엽(우))에 미세진동을 제공하는 진동발생 모터부(⑤)로 구성된다.
    

    
회로도 및 동작제어 작용은 도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뇌 진동기의 제어 원리는 도 3의 ⑥의 디지털 스위치를 이용
하여 0∼9까지의 숫자로써 설정한다. 즉 진동 강도를 10단계로 제어하게 된다. 설정된 숫자는 도 3의 ⑦ 마이크로 컴
퓨터에 입력되어 이 값을 0∼90%로 환산을 한다. 이 백분율 값은 마이크로 모터를 회전시키는 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뇌진동기는 1초에 0.2∼20회씩 마이크로 모터를 회전시킨다. 이때 1회당 마이크로 모터의 회전 시간을 제어하여 마이
크로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한다. 따라서 1초당 마이크로 모터의 평균 회전수를 제어하므로써 진동 강도를 제어할 수 있
도록 한다. 도 4 는 마이크로 모터를 구동하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도 4 와 같은 0.2∼20Hz의 구형파 펄스를 이용하여 제어를 한다. 이때 구형파의 펄스폭 즉 마이크로모터 구동 시간 ⑬
을 구형파의 펄스 한 주기 시간 ⑭에 대해 백분율을 취한 값만큼으로 마이크로 모터 구동 시간 ⑬을 제어하므로써 1회
당 마이크로 모터 회전 시간을 제어하여 마이크로 모터 회전수를 제어한다.

도 3의 ⑧은 ⑦의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출력된 마이크로 모터 제어 신호를 증폭시켜 도 3의 ⑨를 구동하여 진동용 마이
크로 모터를 구동시킨다. 도 3의 ⑫의 마이크로 모터는 ⑨에 의해 구동되어지며 분당 최대 회전수는 6500(회전/분:RP
M)이며 소요 전압은 1.0 V, 소모 전류는 60 mA이고 소비 전력은 60 mW의 저소비전력 모터이다.

    발명의 효과

    
국제뇌파학회에서는 인간의 의식 상태에 따라 뇌파의 종류를 α,β,θ,∂파의 4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인간의 뇌파는 
전기뇌파측정기(EEG)로 측정해서 알 수 있는데 측정단위는 마이크로볼트와 초당 주파수이다. 주파수가 낮을수록 내부
의식인 잠재의식이 더 낮아져 무의식으로 향하게된다. 특히α파에 도달한 인간의 의식 상태에서는 혼란스런 마음이 긍
정적이며 편안하고 안정되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그결과 마음의 수용력과 집중력이 증대되고 자연히 자신감과 기억력
이 현저하게 향상된다. 중간알파의 파장은 학습능률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절절하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와 그 효과를 뇌파측정 및 유효성 평가방법으로 나타내었다. 본 발명품에 의한 뇌파 실험은 
눈뜨고 기준뇌파 3분 측정(초당 1개 뇌파 데이터 기준으로 총 180개 데이터), 발명품에 의한 눈감고 두뇌자극 3분 실
험(7.5Hz 수준의 진동으로 실험), 자극후 눈뜨고 3분 뇌파측정을 실시했다. 측정장비는 미국 IBVA社의 뇌파측정 장비
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측정 결과의 실험 전,후 변화 그림은 도 5 및 도 6 와 같이 1번학생의 뇌파 변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냈으며, 그 결과를 보면 기준뇌파보다 자극후 뇌파가 안정됨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도 5 및 도 6에서의 뇌파 그림
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① 오른쪽으로 비스듬 한 좌표에는 계측시간을 나타내는데 윗쪽에서 앞쪽으로 측정개시로부터 시간이 표시되어있다.

② 왼쪽으로 비스듬한 좌표는 뇌파의 주파수를 표시하고, 윗쪽이 0Hz, 앞쪽이 40Hz 근처를 나타낸다.

③ α파는 8-12 Hz 범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아래위 방향으로 빨간색의 진폭이 크게나온다면 α파의 신호가 나
오고 있음을 표시한다.

④ β파는 12-40 Hz 부근의 범위에서 신호의 강도는 청,녹,황,분홍 순으로 강해진다.

⑤ θ,∂파도 표시되는데 수면뇌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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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각 시간대별 전체 뇌파중(β-high,β-low,α,θ,∂파)α파 증가 비율이 실
험전 보다 총 17.7%, 평균 1.77% 증가했음을 < 표 2에 보여주고 있다. 평균 1% 이상의 α파 증가는 통계학적 검
정결과로 보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차를 보여주게 된다. 더욱이 기존에 개발된 기기와는 전혀 다르게 눈을 뜬 상
태에서 짧은 3분의 진동 자극에도 불구하고 α파 증가효과는 이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익히 아는바와 같이, 본 발명
품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유효한 과 학적 입증자료가 된다 하겠다.
    

< 표 2 α파 증가 현황(단위 %)

또한 본 장치를 사용한 사람들(3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 표 3와 같다.

< 표 3 설문조사 결과

< 표 3에서 유효성(%)은 유효성=매우효과+조금효과+보통)*100/전체합계의 식을 설정하여 구했으며 그 결과 유효
성은 63.3%이상이며 눈의 피로해소는 90%, 학습능률 향상은 80%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눈이나 귀를 통하여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독서나 이어폰을 통해 외국어 학습이 가능하게됨은 물론 사용법이 아주 간단하고, 가볍고 소형이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다.

    
더욱이 편리한 휴대성 때문에 사용하고 싶을 때 장소 및 시간에 구애받음이 없이 사용 할 수 있다. 사용전력도 소모가 
적고 주파수 조절, 시간조절 및 진동강도를 편리하게 조절 할 수 있으며 부작용이나 해가 전혀 없는 등의 우수한 효과를 
갖고 있다. 일부 전자의료 장비와 같이 전류를 직접 인체에 통하지 않고 아주 미세한 진동방식으로 피부를 자극하는 것
이기 때문에 실제로 두뇌를 자극하는 파동 에너지는 약하다. 특히 두뇌 자극도 좌, 우뇌의 뇌 부위별로 진동의 진원지로 
하여 동시 또는 순서적 자극은 좌, 우뇌 동시개발을 통한 전뇌(全腦)개발이 가능하게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두뇌에 진동자극 시간도 약 3분 이하라는 짧은 시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련 유사제품의 소요되는 시간(수 십분 
소요)과 비교해서 충분한 여유시간 확보는 물론 효과의 우수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본 발명품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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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미세 진동을 뇌에 제공하여 두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두뇌활성화 장치에 있어서,

회로와 진동용 마이크로 진동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와;

상기 진동 모터의 진동 강도를 설정하는 진동 강도 설정부와;

상기 진동 강도의 설정값을 입력받아 진동모터의 회전을 제어하는 구동부와;

마이크로 컴퓨터의 출력신호를 마이크로 진동 모터를 구동 할 수 있는 신호로 증폭하여 상기 마이크로 진동 모터를 구
동시키는 증폭부와;

미세진동을 발생시키는 마이크로 진동 모터와,

상기 마이크로 진동모터를 보호하기 위해 알루미늄 또는 동판재질의 보호구와,

상기 진동 모터를 두피에 밀착시키기 위한 헤드밴드(머리띠) 또는 헤드밴드 대용의 모자류와,

상기 헤드밴드 또는 모자류 내에 씨앗을 장착시키는 씨앗 삽입부를 구비하는

머리에 밀착되어 미세 진동을 두피에 제공하는 진동발생 모터부;

를 포함하는 미세 진동으로 두뇌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두뇌 활성화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발생 모터부의 진동자극 방식은 마이크로 진동 모터를 이용하는 방식과 압전진동 소자를 이용한 방식이 포함
하며, 진동 주파수는 0.2∼20Hz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두뇌 활성화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 발생 모터부는 진동 모터 또는 압전 진동 소자를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하며, 둘 이상인 경우는 두뇌 진동을 
각 부위별로 동시 또는 순서적으로 진동 자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두뇌 활성화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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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밴드 또는 모자류를 자연 또는 인공 향으로 처리하는 것과,

상기 해드밴드 또는 모자류의 내부에 자연식물의 씨앗을 삽입시키는 것과,

상기 진동발생 모터부를 포함하는 헤드밴드 또는 모자류의 일부 구성품 또는 전체를 원적외선 방사물질로 구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두뇌 활성화 장치.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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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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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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