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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합창과 호흡훈련을 병합한 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호흡기능 및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무작위 대조군 사전 사후 연구 설계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 25명을 대상

으로 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 (n=13)과 일반 예술교양프로그램을 적용한 대조군 (n=12)으로 무작

위 배정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에서 실험 전 후 폐활량과 호흡근력, 스트레스와 삶의 질 척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p<0.05). 또한 실험군 대조군간에 비교하였을 때, 1초간 노력성 날숨량(FEV1) 결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검사 

결과 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합창과 호흡훈련을 병합한 복합예술교육프로그램

은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 호흡기능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유익할 것이다.

주제어 : 호흡기능, 스트레스, 삶의 질, 합창, 호흡훈련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randomize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study design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combined arts education program combining choral and respiratory 

training on the respiratory function,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university students. Twenty-five 

university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n=13) who participated in 

the combined arts education program and the control group (n=12) who participated in the general 

arts education program.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ung capacity, 

respiratory strength, stress and quality of life scale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in the 

experimental group (p<0.05).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rest of the tes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cept for the result FEV1.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ombined art 

education program that combines chorus and breathing training will be beneficial as a program to 

improve stress reduction, breathing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of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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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로 대한민국의 조

기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 1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1]. 미세먼지에는 황산염, 질산염, 탄소류 등 대기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와 석

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분

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세먼지는 폐 기능 변화와 천식 발작, 호흡기 및 심

혈관계 변화를 포함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알려져 있으며[2], 뇌졸중 등으로 인한 유병률 및 

민감 집단의 사망률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3-5]. 이러한 상황

에서 대학생들은 미세먼지뿐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호

흡기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 한국금연연구소의 

대학생 흡연행태에 관한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

생 평균 흡연율이 2004년 42.7%에서 2009년 47.7%

로 6년 사이 평균 5%가 증가하여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서 자유로이 담

배를 구매할 수 있어 그에 따르는 흡연 제약이 적어지

고[6], 대학생활로 인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이

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흡연 행동과 니코틴에 의존

하기 때문이다[7]. 이처럼, 미세먼지와 흡연으로 인해 

만성호흡기질환 환자가 증가함으로써 국가적 의료비 부

담이 증가하고 개인의 정상적인 삶이 영위되지 못해 경

제적 손실, 삶의 질 저하, 우울감 증가와 같은 정서적 

제약이 나타난다[8].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흡연 행동은 정신적 질환으로

도 이어진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16년 실시한 전국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 장애를 

포함한 모든 정신장애 일 년 유병률이 남녀 모두 대학생

이 속한 18~29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9].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학업 스트레스, 

경제적 요인 등 우울감으로 인한 20대의 사망원인 1위

는 자살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10]. 이처럼, 

성인들과 달리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 대

학생은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 자유로운 이성교제, 

기성세대와의 세대차이 등 적지 않은 변화와 갈등을 겪

으며[11], 지금까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과는 

달리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에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 적응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2]. 이러한 

스트레스를 대처하지 못해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자살

을 선택하거나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된다[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흡훈련과 스트레스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연구되어 왔다. 그 

중 호흡 관련 프로그램은 운동능력이 향상되고 삶의 질

이 향상되며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및 급성 악화를 줄여 

주고, 인지능력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13], 소아[14]와 노인[15] 모두에게 효과가 있으며, 잔

기 용량과 폐활량을 증가시키고 호흡 근력을 강화 시키

는 효과가 있으나[13-15], 국내 대학 등의 기관에서 호

흡기능을 증진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은 드

문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음악 활동 프로그램도 폐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자기계발에 효과적이며[16] 자아

성취감을 주고 인간관계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긍정적 인격 형성 등 스트레

스 감소에 효과가 있지만, 지식위주의 교육이라는 현실

의 벽에 부딪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17].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호흡훈련과 합창 모두 호흡기능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나 대학

생들에게 호흡기 질환 및 다양한 스트레스 인자가 작용

함으로 생기는 부정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필요함에도 현재 연구들은 대부분 호흡기질환 환자

나 청소년의 치료, 정서발달의 목적으로만 진행되고 있

어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호흡훈련과 음악활동 프

로그램은 거의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호흡기질환 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대학생 그룹을 대상

으로 호흡훈련과 합창이 호흡기능과 스트레스, 삶의 질 

증진에 효과적인 합창과 호흡훈련을 병합한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대학생들의 호흡기능과 스트레스, 삶

의 질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목표대상자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행연구의 그룹 내 중재 전후 주요 변수의 값을 

계산하여 효과크기를 산출(effect size:0.8)하였으며, 유

의수준 α=.05, 검정력(1-β)= 0.8로 설정, 최소 목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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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는 20명이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30명을 산출하였

으며, D시에 위치한 D대학에 재학 중인 건강한 성인 남

녀를 30명을 모집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만 18세 이

상 24세 미만의 지역사회 대학생 청소년, 호흡기계 만성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자, 합창에 정형외과적 문제가 없

는 자, 본 연구를 이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미성년

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대상자 제외기준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 심한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평가 및 실험 참여가 어

려운 자, 본 연구 평가 시 통증 또는 불편감으로 인해 참

여할 수 없는 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자로 하였다.

실험 실시 전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

차, 연구의 안전성을 위하여 실험 도중에 그만둘 수 있

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이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선정기준에 부

합하는 대상자 30명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하여 비교하

는 무작위 대조군 사전 사후연구설계(Randomize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며, 실험군

과 대조군을 설정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을 무작위 배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다.

모든 참가자의 눈가림을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자신이 어떤 그룹에 속하였는지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이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전검사 후 대조군에게는 일반 예술교양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실험군에게는 합창과 호흡훈련을 병합한 

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을 주 1회 3시간씩 12주간 적용하

였다. 마지막 중재가 끝난 하루 뒤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중 실험군 2명, 

대조군 3명이 사후검사에 응하지 않아 탈락하였다. 최종

적으로 실험군(n=13) 대조군(n=12)이 연구대상자 조건

에 부합하였으며 모든 연구가 완료된 후 대조군에도 중

재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주었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2.3 중재방법

2.3.1 복합예술교육프로그램(실험군)

실험군 프로그램 구성은 S M Clift[18] 등의 선행연

구를 수정 보완하여 합창과 호흡훈련을 병합한 복합예

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복합예술교육 프로그

램은 Table 1과 같이 진행하였다. 곡 선정은 주차별로 

대상자가 실험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화음조절, 음

높이, 곡길이등을 고려하여 쉬운 곡부터 시작하여 점차

적으로 어려운 곡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 마지막 주차

에 합창공연으로 구성하여 대상자의 의욕을 더욱 고취

시켰다, 호흡훈련프로그램은 가로막호흡, 흉추폄 호흡, 

레카토호흡, 스타카토 호흡, 가로막호흡을 15분간 실시

하였으며, 프로그램 시작과 마무리 시 적용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은 전문 성악가가 진행하였다.

2.3.2 일반 교양학습프로그램(대조군)

대조군 프로그램 구성은 서양예술과 관련된 시청각프

로그램과 호흡 중재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산입하기 위

하여 실험군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호흡훈련을 프로그

램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각 15분씩 진행하였다.

Table 1. Combined Arts Training Program Merging Choir and Breathing Training

Wk Chorus Program

1 Where the clouds flow (Part composition and vocal education)

2 Dona Nobis Pacem(Syllable names and music sheet education)

3 Mamma Mia(Pronunciation education and vocal education)

4 Champs Elysees(Slur and staccato education)

5 Beautiful country(C major scale vocal training)

6 Season of Love(Beat practice and G major scale vocal training)

7 Food of life(Lecato education and D major scale vocal training)

8 if you fly(Low tone education and F major scale vocal training)

9 Butterfly(Middle tone education and B♭ major scale vocal training)

10 Let It Go (high pitched tone education 1 and E♭ major scale vocal training)

11 Oh Happy day(high pitched tone education 2 and A major scale vocal training)

12 Beautiful country(Concert program practice)

Breathing Training

① Diaphragm Breath(3 Min) ② Extension thoracic breath(3 Min) ③ Lecato Training(3 min) ④ Staccato Training(3 min) ⑤ Diaphragm Breath(3 Min)

Complex arts education program through chorus and breathing training

① Warm-up Breathing Training(15Min) ② Chorus Training(40Min) ③Rest Time(10 min) ④ Chorus Training(40Min) ⑤ Warm-up Breathing Training(1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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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평가도구

2.4.1 호흡기능 검사

중재 방법에 따른 호흡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폐기

능 검사와 호흡근력 검사를 시행하였다. 폐기능 검사는 

대상자의 폐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검사로 이동형 

폐기능 검사기(MicroQuark, COSMED Ltd, Italy)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정확한 측정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즈클립을 활용하여 코를 막고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편 자세를 유지한 후 1회용 마우스필터를 기기

에 장착하여 측정하였다. 사용한 모든 마우스필터는 모

두 폐기처분하였으며, 검사시간과 장소에 따라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어 같은 장소와 시간에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검사자에 따라 데이터 결과값이 바뀔 수 있어 동일

한 숙련된 검사자가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19]. 

폐기능 검사를 통하여 최대 들숨 이후 최대 노력으로 내

쉴 수 있는 호흡량인 노력성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과 들숨 이후 1초간 내쉰 1초간 노력성날숨량(Forced 

expiratory volume 1 second, FEV1), 최대 자발적인 환

기량을 나타내는 최대자발성환기량(Maximal voluntary 

ventilation, MVV)값을 산출하였다. 

호흡근력검사는 호흡근력의 세기에 따라 압력수치변화

를 나타내는 검사도구인 호흡근력계(MicroRPM, Care 

Fusion Ltd, United Kingdom)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검사는 들숨과 날숨을 각각 3초간 3번씩 불어 가장 높은 

값을 데이터로 선정하였으며 측정방법은 폐기능검사와 동

일하게 진행하였다. 측정 데이터는 들숨근력을 측정하는 

최대 들숨압력(Maximal inspiratory pressure, MIP)과 

날숨근력을 측정하는 최대 날숨압력(Maximal expiratory 

pressure, MEP)으로 도출하였다[20].

2.4.2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중재 전후 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를 정

량적으로 나타내주는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 Shot Form, 

PWI-SF)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장세진[21]이 일반건

강설문지(General Health Questionnaires, GHQ)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수정 보완한 스트레스정

도 측정 도구로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0점에서 ’전

혀 그렇지않다‘ 3점으로 측정하며 부정형 문항은 역 환

산하여 계산함. 점수범위는 0~54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

성은 Cronbach‘s α=.93이다.

2.4.3 한국판 세계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연구중재가 대학생의 삶의 질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

형 척도(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를 활

용하여 정량적으로 나타내었으며, 이 척도는 총 26문항

으로 구성, 신체적 건강 7문항, 심리적 6문항, 사회적 3

문항, 생활환경 8문항, 전반적인 삶의 질과 일반적인 건

강인식에 대한 2문항으로 세부구성 되어있다. 본 도구는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며, 부정형 문항은 점수를 

역환산하여 계산하며, 점수범위는 26~130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93이다[22].

2.5 분석방법

수집된 모든 검사 데이터는 SPSS Win ver. 21.0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으며, Shapiro-wilk 

test를 통하여 정규성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 T검정을 활

용하여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전 측정 값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대응 T검정을 통하여 그룹 내 중재

효과에 대한 전 후 비교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성은 α=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그룹별 참가자의 연령, 성별, 몸무게, 키에 대한 일반

적 특성은 Table 2에 기재하였으며, 그룹 간 일반적 특

성은 통계적으로 동질하였다(p>0.0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Research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13)

Control Group 

(n=12)
t(p)

Age(yrs) 22.07±2.46a 21.75±1.76 0.378(.709)

Sex(Male/Female) (10/3) (6/6) -1.390(.179)

Weight(kg) 67.23±14.54 63.00±9.90 0.843(.408)

Height(cm) 169.68±8.78 168.33±7.83 0.405(0.689)

Mean ± standard deviation;*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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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호흡기능 검사 결과

호흡기능 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폐기능 검사

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실험군에서 노력성 폐활량

(FVC), 1초간 노력성 날숨량(FEV1), 최대 자발성 환기

량(MVV), 최대 들숨압력(MIP), 최대 날숨압력(MEP)에

서 통계학적으로 실험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5),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실

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보았을 때, FEV1 이외에 

FVC, MVV, MIP, MEP의 검사 결과값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3.3 스트레스 및 삶의 질 검사 결과

스트레스 및 삶의 질 검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척도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

의 질 간편형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실험 전후 

실험군에서 PWI-SF와 WHOQOL-BREF검사 결과값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대조군에서는 

PWI-SF검사 결과값에서만 실험 전 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그리고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PWI-SF와 WHOQOL-BREF 검사 결과값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Table 3. Respiratory function test result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13) Control Group (n=12) t(p)

FVCa

(L)

Pre 3.48±0.99a 3.59±0.92 -0.287(.777)

Post 4.35±0.84 3.66±0.93

Pre-Post 0.86±0.85 0.06±0.24 3.277(.006)*

t(p) 3.673(.003)* 0.906(.384)

FEV1
b

(L)

Pre 3.08±0.98 3.25±0.93 -0.429(.672)

Post 3.61±0.81 3.30±0.87

Pre-Post 0.53±0.85 0.48±0.30 1.918(.074)

t(p) 2.225(.044)* 0.543(.598)

MVV

(L)

Pre 113.43±32.22 117.34±51.41 -0.230(0.820)

Post 147.72±32.10 126.99±43.70

Pre-Post 34.29±22.81 9.65±20.57 2.827(.010)*

t(p) 5.419(.000)* 1.624(.133)

MIPd

(cmH2O)

Pre -72.62±29.95 -55.22±32.72 -1.389(.178)

Post -98.90±42.88 -54.30±29.55

Pre-Post -26.28±22.45 0.90±17.96 -3.325(.003)*

t(p) -4.221(.001)* 0.175(.864)

MEPE

(cmH2O)

Pre 61.23±24.06 44.48±25.49 1.065(.298)

Post 74.00±31.14 49.92±28.98

Pre-Post 12.76±20.94 -5.43±18.65 2.287(.032)*

t(p) 2.198(.048)* -1.009(.335)

Mean ± standard deviation;*p<.05 
aFVC : forced vital capacity, bFEV1 :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ec, cMVV : maximum voluntary ventilation, dMIP : maximal 

inspiratory pressure, EMEP : maximal expiratory pressure

Table 4. Stress and Quality of Life Test Results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13) Control Group (n=12) t(p)

PWI-SFa

(Score)

Pre 19.90±7.73 24.00±9.83 -1.331(.196)

Post 10.53±7.72 26.33±9.20

Pre-Post -8.77±5.92 2.333±3.28 -5.857(.000)*

t(p) -5.342(.000)* 2.461(.032)*

WHOQOL-BREFb

(Score)

Pre 88.00±14.67 82.58±17.06 -0.853(.402)

Post 104.53±13.16 81.92±14.68

Pre-Post 16.54±13.61 -0.67±7.31 3.977(.001)*

t(p) 4.381(.001)* -0.316(.758)

Mean ± standard deviation;*p<.05 
aPsychological Wellbing Index - Shot Form, PWI-SF, b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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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합창과 호흡훈련을 

병합한 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호흡기능

과 스트레스, 삶의 질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자 진행된 연구이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호흡기능과 

스트레스, 삶의 질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의 효과로 호흡

기능 및 삶의 질 증진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정 

및 평가도구를 활용하였다. 그 중 호흡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폐기능 검사기와 호흡근력측정기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3개월간의 훈련에 대한 폐기능검사에서 FVC

값은 19.7%, MVV값은 23.2%가 실험전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호흡근력검사도 마찬가지로 

MIP값은 26.5%, MEP값은 17.2%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호주 원주민에게 매주 1시간씩 26주

간 전통악기인 디저리두 연주와 합창을 실시하여 FVC 

27%, FEV1 19%의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인 Eley, R.과 Gorman, D[23]의 연구와 일

치하며, 10주간 주 2회 1시간씩 노인 여성에게 호흡훈

련과 관악기연주를 실시하여 FVC 4%, FEV1 6%, 

MVV 10%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인 Kim 등[2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에게 매주 75분씩 12주간 호흡훈련과 

합창훈련을 실시하여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MIP 

20%, MEP 20%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인 Fu 

M.C. 등[2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합창과 호흡훈련을 병합한 복합예술교

육프로그램 실시로 인해 폐기능 검사와 호흡근력검사 

지표가 증가한 이유는 연구대상자가 연구 중재프로그램 

도중 음의 높낮이와 성량의 조절을 위하여 호흡근력을 

사용하고 호흡기능 증진프로그램 목적보다는 공연과 난

이도 조절 등의 참여자의 흥미 및 참여 욕구를 복돋음으

로써 연구 참여자가 실험 외적인 시간에도 자발적인 훈

련을 함으로 호흡기능이 증진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FEV1값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복합예술교육프로그램 중 합창프

로그램이 강하게 호흡을 내뱉는 훈련이 아닌 음의 고저

와 강약을 조절하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FEV1에

는 대조군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되

지만 실험군 내 전 후 차이가 유의함으로 중재프로그램

이 FEV1 향상에 효과가 없다 단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

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

행되었는데 그 결과 스트레스는 44%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삶의 질은 15.8%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에게 50분간 주 

1회 16주 동안 합창활동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5% 감소한 안신혜 등[25]의 연

구와 일치하며 삶의 질 지수는 15%의 통계적인 유의한 

향상을 일으킨 Kim 등[2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대상자가 

여가생활을 즐김으로써 프로그램이 대상자에게 정서적

인 안정을 주고 자존감을 형성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생

각된다. 또한 노래를 부르고 호흡훈련을 함으로써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듦으로써 도

출된 결과라 사료된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대조군에서도 이와 같이 스트레스 지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는데 이는 일반 예술교양프로그램 또한 정서적

인 안정감을 줌으로써 대조군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한점

이 존재한다. 

첫째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둘째로, 대상자 수가 적어 모든 성인 대학생의 연구

결과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셋째로, 대조군에 합창과 같은 추가적인 호흡기능 증

진 중재를 가하지 아니하여 타 호흡기능 중재

에 비해 월등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향후 후속연구에서 위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하고 이 

연구방법을 확산한다면,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 및 호

흡 기능 그리고 삶의 질 증진을 일으키기 효과적인 프

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기오염과 흡연, 스트레스 노출이 심한 

대학생에게 효과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일반 대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그룹을 나누어 실험군에는 복합

예술교육프로그램을 대조군에는 일반 예술 교양프로그

램을 적용하여 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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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은 호흡기능과 삶의 

질 증진, 스트레스 지수 경감의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분과, 실험대상자수

의 부족, 대조군의 추가적 호흡기능 중재 부재로 이를 

보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학 예술교육프로그

램으로 활용을 제안하는 바이며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호흡기 건강, 삶의 질 증진 및 스트

레스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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