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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음악의 유형에 따라 인체의 생리적인 변인과 운동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봄으로써, 향

후 치료를 시행할 때 음악을 함께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적용 가능한 음악적 성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대의 여성 30명을 3주 동안 자율신경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음악과 자율신경계를 침체시키는

음악을 다른 날 각각 들려주었다. 악력, 혈압과 민첩성을 음악을 들려주기 전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침체

시키는 음악을 들려준 경우는 수축기 혈압과 악력은 낮아졌으며, 민첩성은 침체시키는 저하되었고, 활성

화시키는 음악에서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실시할 때 환자의 상태와 병적 증상에 맞는 적절

한 음악을 선택하여 들려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치료가 제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서 론

음악이 인간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한 심리,

정신사회적인 치료접근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근

에 음악이 신체적인 자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면서, 물리치료계에서도 리듬청각자극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RAS)을 이용하여

뇌졸중, 파킨슨, traumatic brain injury 환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은 자율신경계에 영향

을 미쳐 심장 혈액 박출량, 호흡수, 호흡량, 맥박수,

혈압, 근육반응 등의 생리적 변화를 유도하며[1,2],

또한 신체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4]. 음악은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교감신경을 자

극하여 카테콜라민 수치가 높아져 근육운동 시스템

을 활성화시키며 심박동수, 혈압, 지방산치를 상승시

키기도 하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교감 신경을

자극하였을 때와 반대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만

들기도 한다[5]. 이러한 신체의 생리적 반응을 이끌

어내는 음악의 기능을 이용하여 신체 재활치료의 방

법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6,7]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악의 유형에 따라 인체의

생리적인 변인과 운동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

봄으로써, 향후 물리치료를 시행할 때 음악을 함께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 적용 가능한

음악적 성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한국의 D시의 D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20명(연령:20.7±1.83세; 신

장:160.03±5.86㎝; 체중:54.11±8.04㎏)이다. 이들은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혔

고, 근골격계의 질환이나 자율신경계 및 심혈관 질

환이 없고 청각에 문제가 없었다. 실험은 동일한 대

상자 30명을 활성화시키는 음악과 침체시키는 음악

을 주 1회씩 다른 날 들려주었다. 동일한 대상자 30

명이 총 3주 동안 같은 유형을 음악은 주당 1회씩

감상하였고, 주 당 2회씩 참여하여 총 18회기 감상

하였다. 이들 30명은 식사 후 2시간 30분이 지난 오

전 시간에 외부의 잡음이 차단된 조용한 방에서 편

안한 자세로 앉아서 30분 동안 음악을 들려주었으

며, 측정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음악을 유지하였

다. 다른 유형의 음악은 이틀 후에 들려주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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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기간 동안 일

상생활 외에 근력과 운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

동은 하지 않도록 하였다.

2.2. 연구 도구
신장과 체중은 신장체중자동측정기(Model: DS-102

JENI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축기 혈압을 측

정하여 혈압의 변화정도를 파악하였다[8]. 혈압측정

은 수은혈압계(대합성 메디칼 620)를 사용하여 앉은

자세에서 상완부위(상완동맥 주행부)를 측정하였다.

악력은 Jammer Hand Dynamometer(Prestone. co.

USA)를 이용하여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상완

을 체간에 붙이고 주관절 90도 굴곡, 전완 중립자세

에서 손가락의 2번째 마디에 맞추어 그립을 조정하

여 우성 측을 실험 전과 실험 후에 측정하여 1㎏ 단

위로 기록하였다. 민첩성은 side step test를 이용하

였다. side step test는 중앙에 선을 그은 다음, 그

선의 왼쪽, 오른쪽 1.2m 되는 곳에 중앙선과 평행한

선을 긋고, 좌, 우로 양 발을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20초 내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 전신의 민첩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동시

발은 선을 밟아도 되지만 착지 상태에서는 선을 넘

지 않거나 밟으면 무효로 한다. 좌 우라인으로 이동

할 때 발바닥은 지면을 스치면서 한다. 요령 및 내

용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5회 동안 연습한 후에 실시

하였다. 실험 전 후에 각각 2회 실시하여 평균 성적

을 이용하였다. 김군자(1998)[9]의 "음악치료의 이론

과 실제"와 최병철(2006)[10]의 “음악 치료학”에 근

거하여 선정된 음악을 CD-player(SONY, CMT-DX

400)를 이용하여 50w 용량의 스피커를 사용하여 들

려주었다. 실험 대상자는 편안한 의자에 바른 자세

로 앉게 한 후 30분 동안 음악을 들려주었다.

2.3 통계 방법
통계분석은 SPSS(ver.12)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특

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 전·후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

였다.

[표 1] 적용한 음악
곡명 음악적 특성

활

성

화

시

키

는

음

악

바흐 골드베리크 변

주곡

엘리제를 위하여

슈베르트의 아베마

리아

모차르트의 자장가

베토벤 월광 소나타

G장조

.스타카토(staccato)

.탁탁치는 음악

.악센트(accented)

.리듬이 강조된 것

.피치(pitch), 큰음(loudness), 음색

(timbre), 템포(tempo)에 있어 갑작스

런 변화

.피치(pitch), 큰음(loudness), 음색

(timbre), 템포(tempo)들이 광범위하고

기폭이 심한 변화

.큰소리 수준(lound dynamic level)

.예측할 수 있음(predictable)

침

체

시

키

는

음

악

모차르트의 트럼펫

협주곡

하이든의 현악 4중

주 종달새 중 1악장

베토벤의 전원 교향

곡

요한 스트라우스 2

세의 봄의 소리

아름답고 푸른 도나

우강

.레가토(legato)

.탁탁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들

.멜로디(melody)와 화음을 강조

.확실치 않은 리듬으로 차분히 가라앉

는 음악 리듬형태(rhythm pattern)가

반복되는 음악

.피치(pitch), 큰음(loudness), 음색

(timbre), 템포(tempo)에서 서서히 변

화하는 음악

.피치(pitch), 큰음(loudness), 음색

(timbre), 템포(tempo)의 변화들의 범

위가 좁은 것

.부드러운 역동적(dynamic)인 것

.예측할 수 있음(predictable)

3. 결  과

활성화시키는 음악을 들려준 경우에서 수축기 혈

압과 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침체시

키는 음악을 들려준 경우는 수축기 혈압과 악력은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01). 민첩성은

침체시키는 음악에서는 유의하게 저하되었고, 활성

화시키는 음악을 들려준 경우에 유의하게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p.<.01).

  [표 2] 음악에 따른 악력의 비교 (M±SD)

실험 전 실험 후 t

수축기

혈압

활성화시키는 음악 111.50±4.99 111.78±5.52 0.42

침체시키는 음악 111.78±4.76 99.83±15.70 7.29*

악력
활성화시키는 음악 23.43±2.83 23.13±2.80 1.66

침체시키는 음악 23.07±2.43 19.91±2.97 11.98*

민첩성
활성화시키는 음악 16.63±1.17 17.13±1.40 4.76*

침체시키는 음악 16.67±1.16 15.17±3.65 4.3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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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사람의 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력의 주파수는 음

악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음악의 영향을 받

는다. 뇌파뿐만 아니라 맥박, 땀의 분비, 혈압, 신경

계의 잠재적 에너지양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음악은

신진대사, 근력, 정상 호흡, 심장혈관의 반응, 감각자

극에 대한 역치, 내분비선의 분비, 피부반응을 변화

시킬 수 있다[11]. 또한, 리듬감 있는 청각자극은 운

동영역과 지각 영역을 동기화시켜 뇌의 각 영역의

활성화를 유도하여[12], 안정감 있는 보행패턴을 형

성하게 하여서 보행능력을 개선하고[8] 운동과 유연

성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와 삶의 질

까지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악력과 수축기 혈압 변화에 있어서

침체시키는 음악을 들려주었을 경우에 악력과 수축

기 혈압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활성화

시키는 음악을 들려주었을 경우에는 민첩성이 높아

졌고, 침체시키는 음악을 들었을 때는 민첩성이 저

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음악이 신진대사와

근력, 감각자극의 역치를 변화시킨다는 선행연구들

에서 지지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Lee(2010)[13]는 음

악의 유형에 따라 심박수 변화와 젖산, 코티졸의 변

화가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활

성화 시키는 음악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을 활성

화하여 신체의 운동성에 도움을 주며, 침체시키는

음악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 하여 신체를 진정시키

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

해 물리치료실에서 환자의 상태와 병적 증상에 맞는

적절한 음악을 선택하여 들려줌으로써 보다 효율적

인 치료가 제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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