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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들어정신적/신체적질병을치료하기위해음악을많이사용한다. 음악 치료의수요가늘어남에따라 HCI, BCI, Music

Therapy 등과 같은음악의성질과생체신호간의 관계, 심리상태변화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압축기술

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음원을 손쉽게 듣고 다닐 수 있으며, 생체 신호처리 이론, 생체 신호처리 장비 등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음원을이용하여음악치료연구를할수있게되었다. 하지만이러한디지털음원이음악치료측면에서는효과가크지

않을뿐만아니라오히려악영향을미친다는내용이방송/신문을통해기사화되고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동일한음원의

아날로그/디지털 음악으로 청감테스트를 진행하고, 생체신호(혈압, 심박수, 뇌파)를 측정하여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1. 서론

최근 들어 신체적 질환이나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약물이나 시술 외에 음악을 이용한 치료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질환이나 심장병, 혈압

등 신체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와, 치료의 목적 외에

사람의심리상태조절, 스포츠선수들의운동능력향상등여러분야에

서 연구가진행되고 있다. 효과적인 음악 치료를 위해, 음악의성질(높

낮이, 빠르기, 장르 등)과 생체신호(뇌파, 심박수, 혈압, 피부 전도도

등)의 상관관계에관한 연구들이 많이진행되는반면, 음악의포맷(아

날로그/디지털)에 기반한 연구는 매우 적다. 하지만 음악의 포맷 또한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관련된 방송이나

신문이기사화되고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음악의포맷차이가신

체에 미치는 영향을 혈압, 심박수, 뇌파를 통하여 비교/분석한다.

2. 기존 연구

기존의연구들을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에 대해 분류하면 크게 2가

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청취 테스트 후 주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데이터(생체신호)를 바탕

으로 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위에 2가지

를모두 사용하였다. 아래의표는, 기존의연구들을바탕으로생체신호

를 변화시키는 음악적 성질들을 정리한 것이다[1-5].

표 1. 생체 신호를 변화시키는 음악적 성질

.

3. 포맷에 따른 생체신호 측정

본 논문에서의 음악의 포맷에 따른 최대혈압, 심박수, 뇌파의 변

화를 측정하고 포맷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따라서 같은 음악

을 아날로그(LP판), 디지털 포맷(WAVE, MP3)으로 측정을 진행하였

다. 음악의 포맷의 차이 즉 원음과 손실된 음원에 관한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디지털 포맷의 음원은 WAVE형식과 MP3형식으로

2가지를 준비 하였다.이 외에 다른 음악적 성질, 청취 환경(동일한 장

소, 외부 소음, 청취 시간)은 모두 동일하다. 또한 청취자들이 사전에

음악의 포맷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 되었으며, 그 외에 실험에 관

한 환경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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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대상
남 : 5명 (20~60대)

여 : 4명 (30~50대)

실험 조건 조용한 실내, 동일한 외부 소음

음악 포맷 LP, WAVE, MP3

음악 장르 클래식

측정항목 최대혈압, 심박수, 뇌파

표 2. 실험 환경

실험 환경은 "The Anxiety and Pain Reducing Effects of Music

Intervention: A Systematic Review[6]"를 참고 하여 설계하였다[]. 음

악의 포맷중 WAVE, MP3음악의 경우 샘플링 주파수와 양자화 비트

는 44.1Khz/16bit로 동일하다. 측정기기는 혈압 측정기, 심박수 측정

기는 1채널의 64Hz의 샘플링주파수, 뇌파측정기는 Emotiv 사의

Research Edition SDK로 14개의 채널(AF3, AF4, F3, F4, F7, F8,

FC5, FC6, T7, T8, P7, P8, O1, O2) 256Hz의 샘플링 주파수인 기기를

사용하였다. 뇌파는 α파(7~13Hz), β파(13~30Hz), θ파(4~7Hz)를 측정

하여 파워 스펙트럼 비율((β+θ)/α)을 측정하였다. 또한 Gyro 센서를

이용하여 움직임이 있을 경우 데이터를 추출하지 않았으며, 눈 깜박임

의경우에도결과에영향을미치므로 (1~4Hz)영역은추출 하지 않았다

[7]. 아래 그림1은 실험 과정에 관한 순서도이다.

그림 1. 실험 과정

4. 결과

본 논문에서는 음악의 포맷(아날로그/디지털) 차이가 생체신호의

변화(혈압, 심박수, 뇌파)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 지에대해서 실험하

였다. 측정 항목은 최대 혈압, 심박수, 뇌파(파워스펙트럼 비율)이며,

각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포맷 별 최대 혈압 비율

그림 3. 포맷 별 뇌파 비율

그림 4. 포맷 별 심박수 비율

5. 결론

청취 테스트 결과 대부분의 실험자에게 아날로그 포맷과 디지털

포맷의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실험자들에게서 LP(아날로그 포맷)음

악을 들려줬을 경우가 WAV, MP3(디지털 포맷)의 음악을 들려줬을

때 보다 심박수/혈압의 감소, 안정적인 뇌파발생에 좋은 효과가 있음

을 확인 하였다. 또한 디지털 음악인 WAV와 MP3에서도 WAV음악

의 경우가 더 좋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음악을 코딩하는 과

정이나 압축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정보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 포맷이 디지털 포맷보다 치료적인 면에서는효

과가 더 좋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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