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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악활용을 알아보기 위해 U시와 G도에 소재한 고속
도로휴게소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음악활용 25문항, 직무스트레스 24문항, 개인변인 4문
항, 총 53문항으로 구성한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한 140부 중 불충분한 6부를 제외한 총 134부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첫째,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는 음악감상을 노래부르기나 악기연주에 비해 선호하였으며, 주로 혼자 집에서
대중음악을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활용 목적은 기분전환, 편안함, 즐거움, 해소감, 활력감 순으로 나타났
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음악활용은 전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선호 음악 분위
기와 음악을 통해 해소감을 얻는 정도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요구와 필요
에 맞는 효과적인 음악융합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 직무스트레스, 음악활용 현황, 음악활용 목적,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se of music for job stress of employees in 
highway service areas and differences in use of music. For this, a survey was conducted on 150 
respondents of U city and G province. The questionnaires were composed of a total of 53 questions, 
including use of music 25, job stress 24,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 questions. A total of 1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34 were analyzed. As a result, first, the respondents preferred 
listening to music over playing instruments or singing and mostly listened to popular music at home 
alone. Second, they reported that their purpose of use of music was for mood change followed by 
comfort, joy, sense of vigor, and sense of relief.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od of 
music and degree of achieving sense of relief through music. This study could provide information for 
organizing effective convergence music programs which could meet the needs and demands of them. 

Key Words : Employees in highway service areas, Job stress, Use of music, Purpose of use of music,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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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 개인이 업무 수행 시, 직무환
경의 요소들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오는 불일치
를 지각할 때 발생하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불균형 상
태로 정의할 수 있다[1].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20세
기 초기부터 심리학, 의학, 생리학 등의 분야에서 시작되
어[2], 산업심리학과 행동과학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
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직무스트레스가 직장인의 과로사와 만성피로의 주요원인
이 되며[3], 21세기 들어 급증하고 있는 자살의 대표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4]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직무스트레스는 생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부
정적인 반응을 야기한다[5]. 생리적 반응으로는 교감신경
계의 활성화로 인해 혈압 상승, 코티졸 증가, 심박수 상승 
등이 유발되며, 심리적 측면에서는 분노, 우울, 신경증 등
이 나타날 수 있다[6-8]. 또한 감정소진에 의한 직무 만
족도 감소는 이직률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직무스트레스
는 개인 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9].  

특히,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육체 
혹은 지식 노동자 보다 정서를 사용하는 노동자가 비약
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
과 상관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감정노동’이라 
하며, 이용고객을 중요시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개인의 감정보다는 고객의 감정을 우선하는 종사자들을 
‘감정노동자’라고 한다. 노동환경연구소 조사(2010)에 따
르면 서비스직 종사자 가운데 심리 상담을 필요로 하는 
우울증 환자의 비율이 26.6%로, 이는 일반 국민과 비교
했을 때에 2배가 넘는 수치이다. 감정노동자들은 이용고
객들에게 친절한 모습, 상냥한 웃음 등을 보일 것을 지시
받고, 동시에 고용주로부터 감정 활동을 통제, 감시당하
는 등, 업무 수행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됨으로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등의 직무스트레스성 직
업병을 경험하게 된다[10]. 

이러한 서비스 직종 중 하나인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
들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인 휴게소(Service 
Area)에서 근무한다. 편의시설인 고속도로휴게소는 자동
차의 유·출입이 제한된 도로에서 장시간 운전으로 누적
된 운전자의 피로와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고, 자동차의 
정비 및 주유 등과 같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11], 안전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2]. 
고속도로휴게소는 2015년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서 관리하는 기관이 전국 총173곳으로 조사되었다. 당해 
연도 전수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휴게소 1개소 당 하루 
평균 차량이 약 4천대 이상이 거쳐가며, 고속도로휴게소 
이용객은 하루 평균 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의한 물류증가와 
소득 향상, 주5일제 근무의 정착 및 국민의 여가 활동 증
가 등으로 고속도로 이용객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13]. 

또한, 최근에는 노선 확대로 휴게소 수가 증가함에 따
라 휴게소 간 경쟁이 치열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휴식공간의 개념을 넘어 쇼핑, 체험, 레져 등 오락과 문화 
공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들의 
업무도 다양해졌다[14].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성
상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 고객들을 상대하는 하루 
12시간 근무의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은 
숨기고, 친절하고 공손하게 규범화된 표정을 연기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15]. 

한편, 음악은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
고 잠재된 의식안의 갈등을 표출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 등 현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
움을 준다[8,16-18].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음악적 행동
인 음악감상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며[19], 신체나 
생리적 반응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감정을 표출하
게 하므로 감정정화를 일으켜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킨다
[20]. 악기연주도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정서
를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며, 언어화하기 어려운 감
정을 연주를 통해 해소하고 동시에 자신의 힘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21]. 노래부르기는 가사와 음악이 
결합하여 내면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규명하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여 문제해
결력을 높일 수 있다[22]. 음악활용을 통한 스트레스 감
소의 효과성은 국내 연구 43편의 메타분석 결과를 통해 
입증되기도 하였다[23].  

직무스트레스와 음악을 직접적으로 접목한 선행연구
들은 음악 감상, 악기 연주, 노래 활동이 직무스트레스 감
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선, 
음악 감상은 소방공무원[24]과 공군 전투기 조종사[25]
의 직무스트레스 개선에 도움을 주었고, 특히 선호 음악 
감상은 경찰공무원[26]과 컴퓨터 디자이너[27]의 직무스
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기 연주 또
한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활동으로 적용되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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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40 29.9

Female 94 70.1

Age(years)

Less than 29 31 23.1

30-39 18 13.4

40-49 24 17.9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34)

50-59 52 38.8

More than 60  9  6.7

Duration of 
employment
(years)

Less than 5 year 96 71.6

6-15 years 32 23.9

More than 16 years  6  4.5

Position

Manager 26 19.4

Sales associate 77 57.5

Kitchen employee 18 13.4

Sanitation worker 13  9.7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8]와 일반 직장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29]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감정노동자
인 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노래 활동은 이들이 직
무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되
었다[30].

반면, 감정노동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상대적인 
심리적 박탈감 등의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고속도로휴
게소 종사자들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해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는 음악활용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
들의 음악활용을 살펴보고 이를 직무스트레스 변인에 따
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음악융합 프로그램 개발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들의 음악활용 현황 및 
활용 목적은 어떠한가?  

둘째,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악활용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U시와 G도에 소재한 고속도로휴게소종사

자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기관 담당자와 
면접한 후 모집기관 휴게소 4곳을 선정하였다. 기관 동의 
획득 후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구참여자 총 15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기관장에게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불충분한 
응답을 하였거나 응답이 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134
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고속도로휴
게소 종사자의 개인변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연구도구
설문지는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음악활용을 분석

하기 위해 음악활용 현황에 대한 20문항, 음악활용 목적
에 대한 문항 5문항,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24문항, 기본
정보에 대한 4문항, 총 53문항으로 Table 2와 같이 구성
되었다. 첫째, 음악활용에 대한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김지혜[31]와 강윤정[5]의 직무스트레스와 음악활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참조하였다. 또한, 음악활용 목적은 성
인을 대상으로 한 North, Hargreaves와 Hargreaves[32]
의 연구를 근거로 편안함, 기분전환, 즐거움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특히, 해소감[24,28]과 활성화[25,26] 항목에
서는 연구에서 사용한 음악이 스트레스와 관련한 심리·
정서적 지원의 도구로 활용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였
다.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음악활용에 대한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는 음악치료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2
인에게 설문지 내용의 연구목적 반영 정도, 질문 내용의 
정확도, 설문 방법의 적절성 등을 검증받았다. 본 조사를 
시행하기 전 7명의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 내용을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환경에 맞춰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
였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여 
수거율을 높였다. 측정항목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alpha) 계수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24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별 
신뢰도 검증 결과 또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보여 본 설문
지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Scale of Occupational 
Stress: KSOS)로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에서 2년 동안 
개발한 표준도구이다. 총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문항은 총 43개이다.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설문의 문항이 일반형·단축형 2가지로 나뉘어진
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단축형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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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Listening n(%)

Frequency

Less than 30 minutes 47(35.1)
30 minutes-1 hour 64(47.8)
1-2 hours 12(8.9)
More than 2 hours 11(8.2)

Place

At home 81(60.4)
At work 49(36.6)
Religious institution 2(1.5)
Concert hall 2(1.5)

Person

By oneself 78(58.2)
With family 11(8.2)
With friends 21(15.7)
With colleagues 24(17.9)

Genre

Korean pop 98(73.1)
International pop 17(12.7)
Classical 8(6.0)
Religious music 11(8.2)

Mood

Fast and lively 70(52.2)
Slow and lyrical 23(17.2)
Grand and passionate 2(1.5)
Stable and calm 39(29.1)

Media

Radio 21(15.7)
TV 20(14.9)
Computer 9(6.7)
Cell phone 84(62.7)

Table 3. Current Use of Music Among Employees in 
Highway Service Areas               (N=134)

Category Singing n(%)

Frequency
Less than once/wk 68(50.7)

2-3 times/wk 50(37.3)

무스트레스 척도(Korean Scale of Occupational 
Stress-SF)를 적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총 24문항으로 조
사대상자는 자기보고(self-reported) 방식을 사용하여 
Likert식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점수가 높으면 직무스트레
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ategory Subcategory Number
of items

Cronbach’s 
alpha

Use of Music 

Frequency 3

.824

Place 3
Person 3
Media 3
Genre 3
Mood 3
Lyrics 2
Purpose 5

Job stress

Job demand 4

.832

Job control 4
Relational conflict 3
Job insecurity 2
Organizational 
system 4

Lack of reward 3
Occupational 
climate 4

Demogr-
aphic 

Information

Gender, age, 
duration of 
employment, 
position

4 -

Total 53

Table 2.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2.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SPSS Statistics 24.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음악활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음악활용의 목적은 항목별 평정값 평균과 표
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악활용 현
황은 카이제곱검정과 피셔의 정확검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시 5보다 작은 기
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이 되면 카이제곱검정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셔의 정확 검정을 
사용하였다[33]. 또한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악활용 목
적은 윌콕슨 순위합 검정(Wilcoxon’s rank sum test)
을 실시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3.1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음악활용
3.1.1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음악활용 현황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음악활용 현황은 Table 3

과 같이 음악 감상, 노래, 악기 연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
다. 우선, 이들의 음악 감상 시간은 하루 30분 이상 1시
간 미만이 가장 많았고(47.8%), 감상 장소는 주로 집이었
으며(60.4%), 휴대전화(62.7%)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였
고, 고요하고 차분한 (29.1%) 음악 보다는 빠르고 경쾌한 
음악(52.2%)을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 부르기
는 주 1회 이하(50.7%)가 가장 많았으며, 장소는 집
(38.8%) 혹은 직장(34.4%) 등에서, 혼자(38.1%) 뿐만 아
니라 직장동료(29.8%), 친구(23.9%) 등과 함께 노래 활
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 장르는 대중가요
(85.8%)가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선호 노래 분위기는 느
리고 서정적(38.1%), 빠르고 경쾌한(35.8%), 고요하고 
차분한(22.4%) 순이었고, 가사는 사랑(38.8%)과 추억
(32.8%)에 관한 노래를 주로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
기연주 활동에서는 응답자 모두 악기 활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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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times/wk  10(7.5)
More than 6 times/wk   6(4.5)

Place

At home 52(38.8)
At work 46(34.4)
Religious institution 3(2.2)
Concert hall 33(24.6)

Person

By oneself 51(38.1)
With family 11(8.2)
With friends 32(23.9)
With colleagues 40(29.8)

Genre

Korean pop 115(85.8)
International pop 11(8.2)
Classical 2(1.5)
Religious music 6(4.5)

Mood

Fast and lively 48(35.8)
Slow and lyrical 51(38.1)
Grand and passionate 5(3.7)
Stable and calm 30(22.4)

Lyrics

Love 52(38.8)
Courage and hope 35(26.1)
Memories 44(32.8)
Social issue 3(2.3)

Category Playinga n(%)

Frequency

Less than once/wk

0(0.0)2-3 times/wk
4-5 times/wk
More than 6 times/wk

Place

At home

0(0.0)
At work
Religious institution
Concert hall

Person

By oneself

0(0.0)
With family
With friends
With colleagues 

Genre

Korean pop

0(0.0)
International pop
Classical
Religious music

Mood

Fast and lively

0(0.0)
Slow and lyrical
Grand and passionate
Stable and calm

Media

Keyboard 

0(0.0)String
Wind 
Percussion

Note. The highest response of each items is highlighted in bold.
a There were no response of participants with experience in playing 
instruments.

Variable

Job stress

x2Low group
(n = 64)

High 
group

(n = 70)

Activity
Listening 40(62.5) 42(60.0)

2.643Singing 24(37.5) 28(40.0)
Playing 0(0.0)  0(0.0)
Composing 0(0.0)  0(0.0)

Frequency
Less than
30 minutes 21(32.9) 26(37.2)

0.781
30 minutes
- 1 hour 34(14.6) 30(42.8)

1-2 hours 5(3.3)  7(10.0)
More than 
2 hours  4(3.3)  7(10.0)

Place
At home 39(60.9) 42(60.0)

1.132At work 23(37.5) 26(35.7)

Table 5. Use of Music for Job Stress      (N=134)

3.1.2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음악활용 목적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음악활용 목적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들의 음악활용 목적은 기분전
환(M=4.28, SD=0.60)이 가장 높았고, 즐거움(M=4.17, 
SD=0.79), 편안함(M=4.08, SD=0.8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소감(M=3.85, SD=1.12)과 활력감(M=3.81, 
SD=0.90)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활용하는 정도
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Purpose n(%) M ± SD1 2 3 4 5

Comfort 2
(1.5)

3
(2.2)

23
(17.1)

65
(48.5)

41
(30.7)

4.08
±0.81

Mood change 4
(3.0)

2
(1.5)

16
(11.9)

79
(58.9)

33
(24.7)

4.28
±0.60

Joy 1
(0.7)

4
(3.0)

45
(33.6)

68
(50.7)

16
(12.0)

4.17
±0.79

Sense of 
relief

5
(3.7)

8
(6.0)

59
(44.0)

50
(37.3)

12
(9.0)

3.85
±1.12

Sense of 
vigor

0
(0.0)

7
(12.5)

19
(31.3)

25
(40.6)

10
(15.6)

3.81
±0.90

Note. 1: high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 agree; 5: strongly 
agree.

Table 4. Purpose of Use of Music by Employees of 
Highway Service Areas             (N=134)

3.2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악활용의 차이
3.2.1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악활용 현황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악

활용 현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직무스트레스의 전체 
총합을 평균으로 나누어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집단
과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악활용 현황에는 
Table 5와 같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혼자 집에서 사랑과 관련한 가사의 
대중음악을 하루 30분에서 1시간 가량 감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악활용 현황에
서 선호 음악 분위기에 대한 응답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느리고 서정적인 음악에 대한 활용이 높은 반면, 직무스
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빠르고 경쾌한 음악에 대한 활용
이 유의하게 높은 비율(x2 =7.394, p<.05)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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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institution  1(1.6)  1(1.6)

Concert hall 1(1.6) 1(1.5)

Person
By oneself 37(57.8) 41(58.6)

1.032
With family 5(7.8) 6(8.6)
With friends 10(15.6) 11(15.7)
With colleagues 12(18.8) 12(17.1)

Genre
Korean pop 51(79.6) 47(67.1)

2.734
International 
pop  7(10.8) 10(14.3)

Classical 3(4.7)  5(7.2)
Religious music 3(4.7)  8(11.4)

Mood
Fast and lively 41(64.1) 24(34.3)

6.940*
Slow and lyrical 12(18.8) 26(37.1)
Grand and 
passionate  2(3.1)  0(0.0)

Stable and calm 9(14.1) 20(28.6)

Lyrics
Love 27(42.2) 25(35.7)

3.726
Courage and 
hope 15(23.4) 20(28.6)

Memories 21(32.8) 23(32.9)
Social issue 1(1.6)  2(2.8)

a. Fisher's exact test
*p < .05 

3.2.2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악활용 목적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편안함, 기분전환, 즐거움, 해소감, 활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리커트 3점 척도를 사용하여 긍정
(그렇다, 3점), 중립(보통이다, 2점), 부정(그렇지 않다, 1
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윌콕슨 순위합 검정으로 분석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음악활용 목적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기분전환과 
즐거움에 대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두 그룹 모두 
해소감이나 활력감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
였으며, 특히 해소감의 항목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
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치(z=-2.189, p 
<.05)를 나타내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Purpose

Job stress

zlow group
(n = 64)

high group
(n = 70)

Comfort 2.66± 053 2.62 ± 0.50  0.756

Mood change 2.81± 0.45 2.85 ± 0.57 -0.861

Joy 2.78 ± 0.89 2.72 ± 0.72  0.503

Sense of relief 2.10 ± 0.95 2.58 ± 0.86 -2.189*

Sense of vigor 2.38 ± 0.76 2.46 ± 0.80 -1.063

a. Wilcoxon rank sum test
*p < .05 

Table 6. Purpose of Use of Music for Job Stress 
(N=134)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음악활용을 살펴
보았으며, 나아가 이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음악활용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음악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이들은 주로 혼자 집에서 음악 감상을 하는 것
으로 확인된 반면, 이들의 악기 활용은 전무한 것으로 나
타났다.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악기연주 활동은 긍
정적 자아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34], 자신이 말로 표
현할 수 없는 감정을 연주를 통해 표현하므로, 자신의 힘
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음악 행위이다[21]. 
또한,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경험은 자기표현과 의사소
통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35], 직무스트레스 감소
와 심리적 안정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28]. 따라서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
스 감소를 위하여 악기 연주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속도로휴게소종사자가 겪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
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합주를 통해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36] 개별 프로그램 보다는 집단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구성원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음악적인 
관계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가 선호하는 음악 장르는 
대중가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직무스트레스 감
소를 위한 음악 감상 중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대중가
요[31,37]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대중가요
를 즐겨 부름으로써 심리적 또는 환경적인 긴장, 스트레
스 또는 욕구불만을 감소시키고 음악에 심취하여 대리만
족감을 느끼는 것[38]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가장 선호
하는 음악이 대중가요를 감상하는 것[39]이라는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가 
선호하는 노래 가사의 주제는 사랑이 높은 비율로 나타
났는데, 이는 대중가요 자체가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40]. 특히, 이들의 음악
활용에 대한 선호 즉, 음악적 취향은 일상생활에서 손쉽
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반복청취와 음악의 친숙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41]. 뿐만 
아니라, 대중가요를 매개로 한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
램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도 편안하고 친숙하게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재인식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22]. 이에, 고속도로휴게소 종사
자들에게 친숙한 노래 활동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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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심리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완화
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음악활용 목적은 편안
함, 기분전환, 즐거움, 해소감, 활력감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을 통해 이들은 기분전환을 할 수 있고, 편안함을 가
질 수 있었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이는 음악이 기분전환
을 돕고 긴장, 불안, 우울 등을 해소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42,43]와
도 일치한다. 즉, 음악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편안
하고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여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에서 긍정적인 정서로 변
화를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
이다. 한편, 음악활용 목적에서 해소감과 활력감은 상대
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들이 개별 감상 위주의 제한된 음악활용을 하고 
있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안전하고 
편안한 생리적 반응 유도를 통한 이완적 음악 감상뿐만 
아니라[44], 악기연주나 노래하기 등의 다양한 음악 활동
으로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할 수 있을 때, 
해소감과 활력감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음악활용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선호 음악분위기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상
대적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느리고 서정적인 분위
기를 선호하는 반면,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빠르고 
경쾌한 음악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심리·정서적 특성이 선호하는 음악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음악 정서와 관련한 모델 
가운데 ‘음악 특성 모델(music-specific model)’은 음
악이 갖는 고유성을 강조함으로써 심리음향적 특성과 음
악 구성 요소의 특성을 정서 반응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45]. 특히 리듬, 템포, 선율, 화성, 조성, 음색, 음역, 강약 
등의 요소가 행복, 슬픔, 두려움, 분노, 다정함 등의 정서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46-49]. 즉, 
빠른 템포와 규칙적인 리듬패턴에서는 긍정적이며 활성
화된 에너지를, 느리고 순차적인 선율은 부정적이며 낮은 
각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50]. 따라서 음악 요소
적 특성으로 인해 유도된 정서는,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
의 심리·정서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음악적인 관계
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감상에 대한 동기가 촉진되어 선

호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동질성
의 원리(iso-principle)에 따라 느리고 서정적인 음악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부정적 정서와 긴밀
하게 연합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고속도로휴게소 종
사자 중 스트레스 위험군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음
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체화하여 이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음악활용 목적
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에 비해 해소감을 위한 음악활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음악의 활용에 대한 목적은 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얻고
자 하는 기대 혹은 성취하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과도한 업무부하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는 업무집중력 저하, 업무 의욕 상실, 불안감과 스트레스
성 질환 등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51].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다
양한 심리치료 기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그 중 음악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운동적인 요
소들을 통합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다. 특히, 음악은 음악 감상의 투사적인 기법부터 역동적
인 연주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긴장 이완 또는 생체 에너지의 활성화, 
감정 변화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내재된 감정들을 표
출시켜 음악을 통해 감정이 자극되고 해소감을 경험하게 
된다[21].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현재의 
심리적인 불안이나 억제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악
을 활용하여 정화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전략을 스스로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음악의 리듬과 선율은 
감정 정화와 에너지 분출에 효과적이며, 이러한 정화 체
험은 ‘절정 경험(peak experience)’으로 삶의 질적인 만
족을 위해 필수적이다[52]. 이에,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
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들의 신체적, 심리
적, 생리적 균형을 통한 ‘최적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음
악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
구는 U시와 G도의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 150명을 대
상으로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모집된 표본에서 개인
적 특성의 분포가 고르지 않고, 표본수가 적어 본 연구의 
결과를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
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표본수를 늘려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속
도로휴게소 종사자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가 부족하며, 이
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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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상태이다. 이에,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들의 음악활
용 뿐만 아니라 음악 인식과 태도, 선호 등에 대한 세밀
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들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고속도로휴게소 종사자의 심리·정서적 지원
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로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선호 음악장르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추후 연구에
서는 이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종사자들이 노래부르기나 악기연주에 
비해 음악감상을 많이 활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음악감상이 이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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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
과(석사)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
료학과(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음
악치료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음악치료, 음악정서
․ E-Mail : legendphy@kos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