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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거중심의 연구와 실제가 강조되면서 중재 연구들이 보다 엄격한 논거를 토대로 수행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리듬 과제를 사용한 중재 연구의 특성과 치료 목표별 리

듬 과제를 고찰한 후 중재 구성 및 논거를 분석하였다. 선정 기준에 부합한 총 41편의 논문

을 대상으로 7개의 중재 항목 및 논거 제시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재제공자 전문

성과 중재 구성틀, 중재 기간, 중재 형태, 중재 절차, 활동 및 음악에 대한 논거 제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총 7개 중재 관련 항목 중 4개 이상 항목에 논거를 제시한 연구는 10편
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논거에 대한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10편 모두 중재제공자, 중

재 구성틀, 활동 논거 및 음악 논거를 제시하였으나 중재 유형(개별 또는 집단)과 구성된 중

재 기간에 대한 논거는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리듬 중재 유형에 따른 논거 

수준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프로토콜을 활용한 4편의 연구는 활동 논거와 음악 논거가 명료

하게 제시된 반면 연구자가 구성한 중재를 활용한 6편의 연구는 음악 논거보다는 활동 논거

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음악치료가 근거 중심의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연구자들이 중재 항목의 타당성과 중재 구성에 대한 논거를 더욱 충실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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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악치료의 70여 년 학문적 역사와 함께 많은 연구들이 음악의 치료적 기능과 원리를 규명

하고 음악치료의 학문적 당위성과 전문성을 입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보고된 결과들은 음악치

료 이론의 확장뿐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연결되었고, 이를 통해 얻은 시

사점은 다시 연구로 이어져 이론, 연구, 임상 간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근거 중심

(evidence-based) 연구와 실제가 강조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고찰 연구를 통해 음악치료의 학

문적 타당성을 입증해 오고 있다(Burns, 2012; Chen, Leith, Aarø, Manger, & Gold, 2016; Clark, 

Baker, & Taylor, 2016; Gold, Voracek, & Wigram, 2004; Hurkmans et al., 2012; McConnell, 
Scott, & Porter, 2016; Petrovsky, Cacchione, & George, 2015; Shannon, 2010; Yinger & Gooding, 

2015; Yoo & Kim, 2016; Zhang et al., 2017).
음악치료 근거의 수준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음악치료 중재 전문성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되고 있는데 이에는 중재 효과성을 분석하는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 이하 SR)과 

메타분석(Meta-analysis)이 주로 적용된다. 한 예로 의료환경 음악적용 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

타분석에서는 포함된 연구들의 방법론상의 취약점으로 인해 비뚤림(bias) 고위험 수준의 연구

가 84%를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를 근거로 보다 엄격한 음악치료 중재 절차와 근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Yinger & Gooding, 2015). 또한 음악치료 중재 연구들에서 중재 효과가 

긍정적으로 보고된 것에 비해 중재 절차의 타당성이나 음악사용에 대한 논거 제시 등이 부족

함을 지적하였다(Hurkmans et al., 2012). 동시에 음악치료 중재 연구의 환경 및 대상자 특성

으로 인한 연구 설계의 한계, 변인 설정의 어려움 등과 같이 임상 기반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적 측면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보고되었다.
‘근거 중심’의 기본 개념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신념과 판단이 아닌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이루어진 실제와 평가를 의미한다(Davidson et al., 2003). 음악치료의 경우 치료 매개인 음악 

요소(리듬, 선율, 화성 등)에 대한 기초연구 결과를 중재에 반영하는 것과 중재 구성에 대한 

논리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Peterson & Bredow, 2009). 중
재 연구의 경우 단계적 중재 계획과 실행에서 중재 전문성은 물론 활용된 음악의 세부 요소가 

치료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 중재에서 음악의 어떠한 요소적 측면

이 치료적으로 작용하였는지와 이를 활용한 활동 형태(감상, 가창, 연주 등)에 대한 이론적 논

거는 근거 중심의 연구 기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고찰 연구는 음악치료의 임상적 근거의 일관성 및 객관성 수준, 방법론적 개입의 실태와 적

절성을 분석하고 도전해야 할 중재적 쟁점을 규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Evans, 
2002; Pothoulaki, MacDonald, & Flowers, 2006). 국내에서도 고찰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음악치료 중재 내 다양한 유형과 요인에 초점을 맞춘 고찰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정현주·임정현·황수연 / 국내 리듬 중재 연구의 중재 구성 및 논거에 대한 고찰  97

다(Bae & Kim, 2017; Cho, 2013; Choi, 2017; Jeong, 2013; Park, 2012). 음악치료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 특정 대상군에 대한 고찰 연구(Bae & Kim, 2017; Kim, 2015; Lee & Kim, 2016) 
및 중재 방법, 선곡의 요소별 특성, 중재를 통해 유도한 목표행동, 전반적인 중재 효과성 및 

종속변인 측정방법 등에 관한 분석적 고찰 연구들이 발표되었다(Won & Ju, 2008; Yoo, 2016).
일반적인 고찰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에서 쟁점이 되는 대상군 선정의 적절성, 중재 논거, 선

곡의 타당성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반면, SR과 메타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수준에서의 중

재 효과성, 유지효과, 집단의 이질성과 차이,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여부 등을 심층적

으로 살펴볼 수 있다(Burns, 2012). Robb, Carpenter와 Burns(2011)는 근거중심의 중재 전문성

과 관련된 11가지 항목을 도출하였는데 이에는 음악의 특징(music qualities), 선곡 절차, 노래

나 악기 등의 중재 자료, 기법에 근거한 중재 요소, 중재 제공 일정, 중재제공자의 자격 조건, 
중재가 계획된 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중재 충실도(fidelity), 참여 대상자 혹은 중재 

수혜자의 조건, 중재 환경, 개별 및 집단으로 구분되는 중재 제공 형태, 음악 제공 방법이 포

함되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음악치료 중재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로 임상 

중재 연구에서 반드시 기술되어야 할 필수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선곡의 중요성을 연

구한 Robb과 Carpenter(2009)는 63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중재에 사용된 음악의 선곡 논거를 

고찰한 결과 전체 연구의 약 3분의 1인 22편만이 선곡에 대한 논거를 기술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음악이 치료 목표 성취에 가장 핵심 매개임에도 불구하고 선곡에 대한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은 중재 전문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선곡 외에도 중재 절차 또한 근거 중심의 실제에

서 임상적 타당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Sidani & Braden, 2011).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실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음악 중재 연구를 고찰한 결과, 많은 연구들이 음악 요

소의 특징, 중재 자료, 중재 요소, 중재 제공 일정, 중재제공자, 충실도, 중재 환경, 음악 제공 

방법 등 8개 항목에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이 보고되었다(Burns, 2012). 

음악치료 중재 연구의 경우 음악의 복합적 속성으로 인해 변인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선곡과 전달 과정, 활동 형태, 제공 절차 등을 명료히 서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Robb 

et al., 2011).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중재에 사용되는 음악 요소의 치료적 기제, 즉 메커니즘

에 대한 논거는 연주, 감상, 가창과 같은 활동 논거와 함께 치료 도구로서 음악이 갖는 고유한

(indigenous)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음악 요소 중 리듬은 감상

자가 일차적으로 반응하는 기본 요소이다. 특히 연주나 동작․움직임과 같은 중재 활동에서 

리듬 과제를 제시하는 경우, 치료 목표에 따라 리듬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의 음악치료 중재 연구 중 리듬을 주 변인으로 연구한 경우, 리듬의 치료적 기제를 

재활에 활용하거나(Weller & Baker, 2011; Wittwer, Webster, & Hill, 2013), 리듬 지각 과정에

서의 동조화 원리에 대해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Bernardi et al., 2009; Cason, Astésa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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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ön, 2015; Clark et al., 2016; Davis & Gamble, 2016; Leman et al., 2013). 또한 리듬과 정

서조율 간의 관계(Moore, 2013), 신체 재활에 대한 리듬의 효과성(Bradt, Magee, Dileo, 
Wheeler, & McGilloway, 2010; Shannon, 2010; Thaut & Abiru, 2010)에 대한 연구들도 시행

되었다. 이 외에도 인지기능의 개선(Biasutti & Mangiacotti, 2018; Magee, Clark, Tamplin, & 
Bradt, 2017), 언어기능의 촉진 및 향상(Fujii & Wan, 2014; Gfeller, 2016; LaGasse, 2013; 

Toyomura, Fujii, & Kuriki, 2011) 등의 목표와 리듬 요소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기초 자료와 중재에 대한 이론적 논거들이 제시되어 왔다. 

국내 연구에도 다양한 수준의 고찰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리듬 과제를 활용한 중재 연구들

의 논거 고찰은 미비하다. 중재 연구가 바탕을 두고 있는 논거의 수준과 타당성은 중재 전문

성과 임상 근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음악중재 연구 중 

리듬 과제 또는 리듬 중재를 제공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중재 구성 항목과 중재 논거를 고찰하

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리듬 과제를 사용한 중재 연구의 특성은 어떠한가? 
1-1. 치료 영역 및 목표에 따른 리듬 과제 유형은 어떠한가?

1-2. 중재제공자에 따른 리듬 과제 유형 및 활용 기법은 어떠한가? 
2. 국내 리듬 과제를 사용한 연구 내 중재 구성 및 논거 제시 수준은 어떠한가?

2-1. 중재 연구 내 구성 활동 및 선곡 논거 제시 수준은 어떠한가?
2-2. 중재 연구 내 중재 구성 형태 및 제공 기간에 관한 논거 제시 수준은 어떠한가?

2-3. 중재 연구 내 중재 구성틀 및 중재 타당도 수준은 어떠한가?
2-4 중재 연구 내 활동 구성 유형에 따른 리듬 논거 제시 수준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자료 검색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DBpia를 이용하여 ‘리듬’, ‘음악’, ‘음악치료’, ‘리듬 중재’, ‘음악 중재’를 키워드로 1999년부

터 2018년까지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대상 논문 검색은 

2018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2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음악치료 관련 국내 주요 학술지(인간행

동과 음악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목록을 확인하여 분석기준에 해당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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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논문 선택 기준

본 연구에서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국내 음

악치료 학위 과정이 1997년 처음 설립된 점을 고려하여 1999-2018년 사이에 국문으로 출판된 

연구, 둘째, 등재후보지 혹은 등재지에 출판된 연구, 셋째, 음악중재를 시행한 중재 연구 중 

리듬 과제를 활용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반면 조사연구, 고찰 연구, 실험연구 등과 같이 중재 

연구가 아닌 연구, 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중재를 시행하지 않은 연구, 비음악적 목표를 

위한 중재가 아닌 음악기술 향상을 목표로 중재를 시행한 연구, 진단명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 그리고 원문을 확보할 수 없는 연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분석대상 선별 과정

본 연구에서는 총 4단계에 걸쳐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논문을 선별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음악치료 관련 학술지 논문 검토를 통해 총 8,783개의 논문을 

수집한 후, 이 중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 2,431편을 제외하였다. 2단계

에서는 1단계에서 제외된 논문 외 6,352개 논문의 제목을 확인하여 조사연구, 고찰 연구 등 

중재 연구가 아닌 연구를 제외하였다. 그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추출된 음악중재 

연구 286편의 초록을 확인하여 중재에서 리듬을 활용한 연구들을 선별하였다. 이 단계에서 제

외된 연구들은 초록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중재에 리듬 과제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연구들로, 노래 부르기 중심의 중재 연구 22편 및 감상 중심의 중재 연구 56편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중재에서 리듬 과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

는 중재 연구 208편의 전문을 확인하여 실제로 중재 프로그램에서 “리듬” 또는 “리듬 과제”, 
“리듬 활동”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문 확보가 불가능한 연구 

3편이 제외되었고 리듬 과제의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연구 136편이 제외되었다. 이
후 임상적 진단명이 없는 일반인 대상 연구 28편이 추가적으로 제외되었고, 그 결과 리듬 과

제를 활용한 총 41편의 음악중재 연구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선별 

과정은 <Figure 1>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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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records
identified through
related-journal search (n = 3)

Title screening
(n = 6,352)

Abstract screening
(n = 286)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 = 208)

Duplicates
(n = 2,431)

Not music intervention 
studies (n = 6,066)

Full-text unretrievable (n = 3)

No specific description of 
rhythm tasks (n = 136)

Absence of rhythm tasks as 
primary tasks (n = 78)
 - Singing intervention (n = 22)
 - Listening intervention (n = 56)

Intervention studies for 
non-clinical population (n = 28)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 (n = 8,780)
 - DBPIA (n = 2,654)
 - KISS (n = 4,241)
 - RISS (n = 1,885)

Included studies (n = 41)  

<Figure 1> An illustration of the number of studies identified and qualified for fi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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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과 평가자 간 신뢰도

최종적으로 선정된 41편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전반적 특성 및 연구문제와 관련된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후 분석 항목과 관련된 분석 틀을 구성해, 분석 대상 연구들로부터 수

집된 정보를 기준 항목에 따라 정리하였다. 연구의 전반적 특성에는 저자명, 출판 연도, 연구

자 배경, 출처 학술지, 연구제목, 연구대상(연령대 및 진단명), 목표 영역, 중재 활동 등이 포함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리듬 과제를 활용한 연구의 중재 구성 및 논거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하였으므로, 각 연구의 연구방법 부분에 중재제공자(음악치료사 여부), 중재 구성틀, 중재 

타당도, 중재 기간에 대한 논거, 중재 형태에 대한 논거, 활동(리듬 과제) 논거, 선곡 논거 등

이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코딩 결과에 

대해 전문가 2인에게 신뢰도 평가를 의뢰하여 r = .93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의견 차가 발

생한 연구들은 두 전문가의 합의를 거쳐 재분류하였다.

5. 분석 항목 및 조작적 정의

1) 연구자 배경

제 1저자의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자의 학문 또는 전문성 배경을 분류한 후, 저자

의 음악치료학 전공 여부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전공 분야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검색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2) 대상군

대상군의 연령대는 기존의 연구에 제시된 연령대를 기준으로 아동(영유아 포함), 청소년, 
성인, 노인 등으로 구분하였고, 여러 연령대에 걸친 대상자를 포함한 일부 연구는 해당 영역

에 중복 기재하였다. 대상군의 진단명은 연구자가 명시한 바에 따라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

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이하 ASD]), 신경학적 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

상, 뇌성마비, 파킨슨병),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이하 MCI), 학습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 등으로 

분류하였다.

3) 목표 영역

연구에서 설정된 종속변인을 인지, 신체, 언어, 정서, 사회 등의 5개 목표 영역으로 구분하

였다(Baxter et al., 2007). 여러 영역을 동시에 목표로 한 연구는 각 해당 영역에 중복으로 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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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 활동

각 연구의 연구방법 부분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중재에서 시행된 활동을 동작․움직임, 노
래, 연주, 혼합 등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단일 활동을 진행한 연구의 경우 동작․움직

임, 노래, 연주 중 한 범주에 포함하였고, 두 가지 이상의 중재 활동을 복합적으로 시행한 연

구는 혼합 범주로 분류하였다.

6. 중재 구성 및 논거 관련 세부 항목

본 연구에서는 Robb 등(2011)의 음악중심 중재(music-based intervention) 절차 연구와 Booth, 
Sutton과 Papaioannou(2016)가 제시한 고찰 연구에서의 중재 질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본 연

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중재 항목을 재구성하였다. 중재 구성 항목으로는 중재 전문성(제공

자), 중재 구성틀(framework), 중재 타당도, 중재 기간 및 세션 시간 논거, 중재 형태 논거, 활

동(리듬 과제) 논거, 선곡(음악) 논거를 포함하였다.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Table 1> 참조).

<Table 1> Category of Quality Assessment of Included Studies

Category Contents of assessment Reporting

Intervention provider Was the intervention provided by credentialed 
professionals? Yes / No

Intervention development Did the framework for intervention align with 
goals? Yes / No

Intervention validity Was the intervention validity confirmed by 
professionals? Yes / No

Rationale for intervention intensity Was the rationale for the selected time period and 
duration of each session reported? Yes / No

Rationale for intervention format Was the rationale for the session format 
(individual/group) reported? Yes / No

Rationale for rhythm tasks/Activity Was the rationale for the applied rhythm 
task/activity reported and appropriate for goals? Yes / No

Rationale for music Was the rationale for the selected music/music 
materials reported and appropriate for goals?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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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리듬 과제 중재 연구의 전체적 기술

본 연구에서는 리듬 과제를 음악중재에 활용한 연구를 대상으로 대상군, 목표 영역, 중재 

활동, 세션 시간, 횟수, 제공자 전문성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각 연구에서 리듬 과제를 적용한 

음악 활동, 선곡 및 리듬 요소에 대한 치료적 논거 제시 여부와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

구의 최종 분석 대상 연구 리스트는 <Appendix 1>에 제시되었다. 총 41편의 연구에서 대상군

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아동 16편, 성인 11편, 청소년 10편, 노인 9편으로 나타났고(중복 포

함), 다양한 진단명의 임상 대상군(발달장애, 신경학적 손상 환자, 치매/MCI, 학습장애, 
ADHD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Appendix 2> 참조). 또한 리듬 과제가 활용된 

목표 영역을 살펴본 결과 정서 영역의 목표가 가장 많았으며 제공된 활동 유형으로는 혼합활

동이 15편, 연주가 5편이었다. 신체 영역을 목표로 한 연구는 총 9편으로 제공된 활동으로는 

동작․움직임이 5편, 혼합 3편, 연주가 1편이었다. 인지 영역을 목표로 한 연구 9편 중 혼합활

동을 시행한 경우가 8편으로 압도적이었고, 사회 영역 또한 11편 중 9편이 혼합활동을 제공하

였으며 언어 영역에서는 1편의 연구가 혼합활동 형태로 제공되었다(<Table 2> 참조).

<Table 2> Applied Activity and Goal Areas in the Included Studies

Goal area Movement Instrument playing Chanting Mixed Total
Physical/Motor 5 1 0  3  9

Emotional 0 5 0 15 20
Cognitive 0 0 1  8  9

Language/Communication 0 0 0  1  1
Social 1 1 0  9 11

Total 6 7 1 36 50

Note.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리듬 과제 중재 연구의 연구자 배경을 살펴본 결과, 41편의 연구 중 제 1저자가 음악치료 

분야의 연구자인 연구가 22편, 타 전문가가 수행한 연구가 19편이었다. 중재제공자에 따른 리

듬 과제의 유형과 기법을 살펴본 결과, 기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연구보다 활동 유형을 중재

로 서술한 연구가 많았다. 먼저 리듬 과제 중재를 혼합활동 형태로 제공한 연구가 27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음악치료 연구자 및 타 전문가 모두 구체적인 기법 대신 혼합적

인 음악중재 활동을 적용한 비율이 높았다. 단일 활동 중 동작․움직임 중재를 시행한 연구는 

5편으로 음악치료 연구자들은 리듬청각자극(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이하 RAS)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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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체적인 중재 기법을 활용한 반면 타 분야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경우 기법에 대

한 명시 없이 ‘리듬동작활동’ 등의 형태로 기술되었다. 연주활동을 제공한 연구 중에는 음악

치료 전문가가 ‘치료적 악기연주(Therapeutic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이하 TIMP)’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1편 있었으나 그 외 타 분야 전문가가 수행한 4편의 연구는 활동명을 

‘리듬연주 활동’으로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리듬 과제를 챈팅 형태로 제공한 연구는 1편으

로 음악치료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었다(<Table 3> 참조).

<Table 3> Applied Activity/Technique and Intervention Provider in the Included Studies

Intervention provider
Movement-based Instrument playing

Chanting Mixed Total
RAS Movement-NS TIMP Playing-NS

Music therapist 5 0 1 2 1 13 22

Non-music therapist 0 1 0 4 0 14 19
Total 5 1 1 6 1 27 41

Notes. RAS: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TIMP: therapeutic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NS: not specified.

중재 구성과 논거 제시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항목은 

7개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각 항목에 따라 논거 제시 여부를 평가하였다(<Figure 2> 참조). 분

석 결과, 연구별로 기술된 내용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중재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중재에 

대한 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연구도 41편 중 3편이 있었다. 중재제공자를 기준으로 분류

한 결과 음악치료사가 중재를 진행한 연구가 22편(54%)이었으며, 중재 구성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 연구는 36편(88%)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Figure 2> Results of quality assessment on intervention components reported in the includ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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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구성된 중재 내용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명시한 연구는 3편(7%)에 그쳤으

며, 중재 프로그램의 기간 및 세션 횟수, 중재 제공 형태 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한 연구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 논거와 관련된 세부 항목에서는 활동 형태(감상, 연주, 가창 

등)가 선택된 논거 및 치료 목표 구성을 위해 리듬이 활용된 논거, 선택된 음악에 대한 논거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41편 중 23편(56%)의 연구에서 활동 및 리듬에 대한 논거

를 제시하였고, 10편(24%)이 사용된 음악에 대해 선곡 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중재 구성 및 논거 제시 수준

연구 내 제시된 중재 구성과 논거를 기술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연구들을 대상

으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개의 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에서 논거를 제시한 연구 10편
에 대해 중재 구성 및 논거 제시 수준을 심층 검토하였다(<Table 5> 참조).

<Table 5> The Selected Studies With High Ratings on Intervention Components and Rationales

(n = 10)

Author
(year)

Age group 
of Pt.

Diagnosis 
of Pt.

Applied 
activity

Goal 
area

Provi
der

Frame
work

Vali
dity

Rationale
# of Ya

Inten
sity

For
mat

Rhythm 
task

Mu
sic

Han (2005) C Aggression P Emo Y Y N N N Y Y 4

Kim (2006) A, O Stroke P Phy Y Y N N N Y Y 4

Kim (2008) A, O Stroke M Phy Y Y NA N N Y Y 4

Kim et al.
(2010) C CA M Phy Y Y NA N N Y Y 4

Oh et al.
(2010) A CP M Phy Y Y NA N N Y Y 4

Kim & Jung
(2013) O MCI M, P Emo Y Y N N N Y Y 4

Kim & 
Yang (2013) O MCI C, M, P Emo Y Y N N N Y Y 4

Park (2015) Adol TBI M Phy Y Y Y N N Y Y 5

Jeong (2017) C ASD P Soc Y Y Y N N Y Y 5

Joo & Park
(2017) O Dementia M, P Phy, 

Cog Y Y N N N Y Y 4

Notes. Pt: participants; C: children; A: adults; O: older adults; Adol: adolescents; CA: Cerebellar astrocytomas; 
CP: cerebral palsy;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TBI: traumatic brain injury; ASD: autism spectrum 
disorder; P: playing; M: movement; C: chanting; L: listening; Emo: emotional; Phy: physical/motor; Soc: 
social; Cog: cognitive; NA: not applicable.

aThe numbers of Y rating, which was assessed if each component was reported in the study, were sum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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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분석 대상으로 분류된 연구를 보면, 먼저 10편 모두 음악치료 분야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 중재 전문성에 포함되는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0
편의 연구 모두 리듬 활동에 대한 논거, 선곡 논거 그리고 중재 구성틀에 대해 기술한 반면, 

중재의 기간이나 제공 형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재 

타당도의 점검을 위해 타당도 검증을 시행한 연구는 RAS와 같이 기존 프로토콜을 활용한 연

구 4편을 제외하고는 1편에 불과했다.
둘째, 리듬 과제를 중재로 적용한 연구의 대상군 연령대는 성인 및 노인 대상이 6편으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뇌손상 진단 대상의 연구가 5편이었다. 이 연구들은 모두 

신경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리듬의 운동적 기제와 선곡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였

다(<Table 5> 참조). 더 나아가 리듬 과제 중재 연구의 활동유형을 살펴본 결과 연주(n = 6)와 

동작․움직임(n = 7)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상과 노래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중재 내 제시된 리듬 활동이 연구자에 의해 구성되었는지 혹은 기존의 프로토

콜인지를 구분하여 제시된 리듬 논거 수준을 비교하였다(<Table 6>과 <Table 7> 참조). 총 10

편 중 6편에서 연구자 구성 활동으로 중재하였고 4편은 기존의 프로토콜을 활용하였다. 연구

자 구성 리듬 활동을 제시한 연구들은 리듬 요소의 논거를 설명하기보다는 활동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논거를 제시한 측면이 많았다. 예를 들어 장단의 경우, 리듬의 구조 및 리듬꼴 구성

에 대한 설명보다는 전체 장단 연주가 지닌 치료적 이점에 더 무게를 두고 논거를 제시하였

다. 이에 반해 기존의 음악치료 기법 또는 프로토콜을 사용한 연구의 경우 구체적으로 리듬이 

지닌 신경학적 기제와 신체적 동조화에 기여하는 측면 등 보다 기초 이론에 근거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연구자 구성 중재 연구의 경우 제시된 리듬 활동의 논거를 보면, ‘역동성’, ‘리듬

감’, ‘신체 움직임’, ‘카타르시스 유도’ 등 리듬의 메커니즘보다는 연주 활동 자체의 이점을 부

각한 반면, 기존의 프로토콜을 활용한 연구의 경우 ‘청각 자극으로서 리듬의 지각인지 처리 

과정’, ‘동조화 반응’, ‘운동적 패턴’ 등 보다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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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alysis of the Rationale for Researcher-Formulated Rhythm Tasks in Studies of

High Ratings on Intervention Components (n = 6)

Author
(year)

Age 
group

Diagnosis
Applied 
activity

Goal area/
Targeted 

subdomain
Type of rhythm tasks 

Reported rationale for 
rhythm tasks

Han
(2005)

C Aggression P
Emo/Aggre

ssion

- Playing percussive 
instruments matching to 
adjusted tempo and 
intensity; Nanta playing; 
rhythm improvisation 
matching to adjusted tempo 
and intensity

- Helps to control excessive 
 behaviors and transform them 

into creative energy through 
dynamical rhythm playing 

Kim
(2006)

A, O Stroke P

Phy
/Grip 

power, 
hand 

dexterity

- Bimanual instrument 
  playing at regular tempo

- Facilitates coordinated 
  movements as a timekeeper
- Enhances engagement in 
  repetitive rhythmical movements 

Kim & 
Jung
(2013)

O MCI M, P

Emo/
Depression, 
quality of 

life

- Movement or instrument 
playing matching to 
rhythm

- Facilitates the initiation of 
movements with fast and 
rhythmical music 

- Elicits cathartic experiences and 
reduces negative emotions 

Kim & 
Yang
(2013)

O MCI
Chan,
M, P

Emo/Mood, 
energy 
level 

- Playing the rhythm 
instruments, while taking 
turns and imitating each 
other; playing instruments 
at different tempi

- Enhances emotional support and 
  interaction within a rhythm- 
  based group activity 

Jeong
(2017)

C ASD P
Soc/Joint 
attention

- Co-playing within the 
rhythmic structure 

- Provides predictable temporal 
structures 

- Facilitates interpersonal 
synchronization within a 
rhythm structure

Joo & 
Park
(2017)

O Dementia M, P
Phy/Upper 

body 
movement

- Imitating and playing 
Korean traditional 
rhythm(Jangdan)

- Facilitates physical movements 
via repetitive and predictable 
rhythm patterns 

Notes. C: children; A: adults; O: older adults;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ASD: autism spectrum disorder; 
P: playing; M: movement; Chan: chanting; L: listening; Emo: emotional; Phy: physical/motor; Soc: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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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sis of the Rationale for Using Music Therapy Protocols in Studies of High

Ratings on Intervention Components (n = 4)

Author
(year)

Age 
group

Diagnosis
Applied 
activity

Applied 
technique

Goal area/
Targeted 

subdomain
Type of rhythm tasks 

Reported rationale for 
rhythm tasks

T. Y. 
Kim
(2008)

A, O Stroke M RAS
Phy/
Gait

- Walking to 4-beat 
pattern of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 Walking to rhythmic 
cueing provided at 
adjusted tempo 
(adjusted to increase 
3-5% increments)

- Stimulates the 
neurological motor 
network and accordingly 
primes the motor 
movements 

- Mediates motor control 

Kim
et al.
(2010)

C CA M RAS
Phy/
Gait

- Walking to 4-beat 
pattern of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 Walking to rhythmic 
cueing provided at 
adjusted tempo 
(adjusted to increase 
3-5% increments)

- Induces entrainment and 
auditory-motor 
interaction 

- Enhances anticipatory 
control of muscles and 
accordingly facilitates 
optimal gait pattern 

Oh
et al.
(2010)

A CP M RAS
Phy/
Gait

- Walking to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 Walking to rhythmic 
cueing provided at 
adjusted tempo 
(adjusted to increase 
3-5% increments)

- Facilitates the execution 
of expected movements 
by priming muscular 
activation with a 
predictable and 
repetitive cueing 

Park
(2015)

Adol TBI M RAS
Phy/
Gait

- Walking to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 Provides accurate timing 
cues for movements

- Increases efficient gait 
function and optimizes 
gait patterns 

Notes. A: adults; O: older adults; C: children; Adol: Adolescents; CA: Cerebellar astrocytomas; CP: cerebral 
palsy; TBI: traumatic brain injury; M: movement; RAS: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Phy: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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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근거 중심의 중재 연구 동향에 따라 리듬 과제를 중재 활동으로 활용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중재 구성 및 논거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음악치료 

중재 연구의 질적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분석 틀을 구성하

여 리듬 과제를 사용한 중재 연구의 논거 수준을 분석하였다. 총 41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

여 1차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후 중재 구성 및 논거 제시 수준을 기준으로 재분류된 총 10편
의 연구에 대해 리듬 중재 방법과 논거 제시 수준에 대해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많은 연구에서 리듬 요소의 구체적 내용이나 활용의 타당성을 기술하지 않고 음악을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리듬 고유의 특성 및 논거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활동 및 리듬 과제에 대한 논거를 제시한 연구는 전체 41편의 연구 중 

23편(56%)에 그쳐, 음악치료 중재 연구 전반에서 리듬의 치료적 기제를 통해 도출된 효과를 

규명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연주 및 동작․움직임 활동은 

리듬적 채널을 통해 인간과 음악을 연결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리듬의 운동적/치료적 기

제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으며 리듬 구성 및 전개에 대한 서술 역시 부족하였다. 리듬 연주 

과제 시 리듬 패턴의 종류나 난이도, 복잡성 등은 연주자 혹은 치료 목표에 의해 그 수준과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리듬 구성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과반수를 차지하는 혼합활동을 사용한 27편(65%)의 연구의 경우 리듬 중재에 대한 논거가 부

재함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주제와 범위가 넓을수록 중재에 따른 논거 제시 수준이 낮았다. 수집된 41개의 

연구 중 제목에 ‘음악치료’라는 표현을 명시한 연구가 18편, ‘음악 활동’이 포함된 연구가 6

편, 그리고 ‘음악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가 1편으로 모두 25편(60%)의 연구에서 위의 

용어들 중 한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음악치료교육활동’, ‘치료적 

음악활동’ 등의 용어를 사용한 3편의 연구를 포함하면 총 28편(68%)의 연구에서 제목에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듬 중재 활동의 경우 수용적 및 표현적 활동

에 해당하는 각각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논거를 달리하기 때문에, ‘음악치료’, ‘음악활동’ 등
의 광범위한 접근은 리듬 중재의 논거와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챈팅, 오르

프 음악치료, 즉흥연주, 리듬악기 합주, RAS, TIMP와 같이 상대적으로 구체화된 음악적 치료 

전략 또는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논거 제시 수준이 높았는데 이러한 논거는 음악 고유의 

치료적 독창성을 규명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0여 년에 이르는 음악치료의 학문

적 역사를 고려한다면 이제 ‘음악치료’의 효과성보다는 치료 목표에 근거한 세부 기법의 효과

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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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별 연구들의 중재 구성에서 중재에 대한 타당도 검증이나 형태 구성에 대한 논거가 

매우 미흡함을 볼 수 있다. 총 41편의 연구 중 중재 구성 및 논거를 기준으로 재분류된 10편
의 연구 중에서도 중재 타당도가 검증된 연구는 두 편(Jeong, 2017; Park, 2015)에 불과했다. 

특히 Jeong(2017)의 경우, 단일대상연구의 방법론적 절차를 따라서 중재 충실도(fidelity)를 검

증하였는데 이는 초기 계획된 중재가 실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재 충실도는 소수의 대상자에 대한 중재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으로, 높은 충실도를 위해서는 사전에 구성된 중재에 대한 타당도 검증 및 체계

적인 중재의 틀 구성이 필수적이다. 추후 음악치료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대상 연구에서도 이

러한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임상연구의 전문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넷째, 리듬을 활용한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신체 영역에 대한 중재 구성 및 논거는 비교적 

충실한 반면 정서 및 사회 영역에서의 리듬 과제에 대한 논거 제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리듬과 정서 간의 이론적 기제와 정서 조율(affect regulation) 기능은 많은 연구를 

통해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Ho, Tsao, Bloch, & Zeltzer, 2011; Moore, 2013; Williams, 
2018) 정서 중재 시 리듬 활용에 대한 논거가 부재할 경우 리듬 중재의 당위성이 담보될 수 

없고 이로 인한 연구 전반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에 신체적, 운동적 반응이 

아닌 정서 및 사회 영역에서의 리듬 중재는 더욱 그 논거를 분명히 해야 하며, 정서적 매개로

서 리듬이 지닌 심리치료적 기능에 대해 보다 논리적인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논거 제시 수준이 높은 연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2차 분석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재 

구성(그룹 형태, 중재 시간 및 기간 등)에 대한 논거 기술은 음악치료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기존의 음악치료 프로토콜이 아닌 연구자가 개발 

또는 구성한 중재 프로그램인 경우 중재 구성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음악치료 중재 연구에서는 치료 목표와 음악

중재 간의 연관성과 당위성을 명료하게 입증할 수 있는 중재 구성의 논거를 보완할 것을 제안

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찰한 중재의 엄격한 질 평가 및 논리 체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침이 도출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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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Studies Using a Rhythm Task 
Intervention and the Rationale for its Formulation*

10)

Chong, Hyun Ju**, Lim, Jeong Hyeon***, Hwang, Soo Yeon***

With the recent emphasis on evidence-based research and practice, the field of music therapy has called for 

rigorous reviews of the scientific data and for therapeutic rationales for research proced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studies that used a rhythm task as a therapy intervention in terms of whether they 

provided a rationale for the components related to the intervention. The components included activity 

rationale, music rationale, intervention validity, intervention format (individual or group), intervention 

development (contour), duration, and intervention provider. A total of 41 studies were selected: 22 studies 

were implemented by music therapists and 19 by professionals in other related fields. In terms of seven 

assessment categories, only 10 studies were found to report more than four items which are related to a 

rationale of interventions. The 10 studies identified were further examined to determine if their intervention 

rationale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the study included a researcher-formulated intervention or an existing 

music therapy protocol. Of the 10 studies, six used a researcher-formulated rhythm intervention, and four 

used an existing music therapy protocol. Those studies that used an existing music therapy protocol also 

provided a clear rationale for music selection, whereas those that used a researcher-formulated rhythm task 

tended to provide an activity ration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researchers need to be clearer 

about their interventions and provide an evidence-based rationale for why and how they use a rhythm task.

Keywords : music intervention, rhythm task, research review, intervention r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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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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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리듬 중재를 사용한 분석대상 연구의 기본 정보 (N = 41) (년도 순)

저자(연도) 대상군(연령) 대상군(진단명) 중재 활동 중재 영역

Lee (1999) 성인, 노인 뇌졸중 동작 움직임 신체

Choi (2000) 청소년 지적장애 챈팅 인지

Kang & Kim (2000) 아동 ASD 감상,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사회

Jin (2001) 아동 우울성향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정서

Choi et al. (2002) 성인, 노인 파킨슨 감상,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신체, 정서

You & Choi (2003) 청소년 지적장애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인지

Kim & Kim (2004) 아동 학습장애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사회, 정서

Han (2005) 아동 공격성 연주 정서

Lim & Chong (2005) 청소년 학습장애 감상, 노래, 연주 인지

Jeong (2006) 성인, 노인 뇌졸중 노래, 연주 인지

Jin & Kwon (2006) 청소년 지적장애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정서

Kang (2006) 아동 발달장애 동작 움직임 사회

Kim (2006) 성인, 노인 뇌졸중 연주 신체

Lee & Cheong (2006) 청소년 지적장애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신체, 인지

Lee et al. (2006) 아동 ASD 연주 정서

Park & Kwon (2006) 청소년 지적장애 노래, 연주 정서

Kim & Choi (2007) 아동 학습장애 노래, 연주 사회, 정서

G. B. Kim (2008) 아동 ADHD 감상, 노래, 연주 사회, 정서

T. Y. Kim (2008) 성인, 노인 뇌졸중 동작 움직임 신체

Chang (2009) 아동 장애, 비장애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사회

Kim et al. (2009) 아동 ADHD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사회, 인지, 정서

Kim et al. (2010) 아동 소뇌 별아교세포종(CA) 동작 움직임 신체

Oh et al. (2010) 성인 뇌성마비 동작 움직임 신체

Lee (2011) 성인 뇌졸중 노래, 연주 정서

Hong & Kim (2012) 아동 지적장애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사회

Hwang et al. (2012) 성인 정신장애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사회

Park et al. (2012) 성인 우울증 노래, 연주 정서

Kim & Jung (2013) 노인 MCI 동작 움직임, 심상, 연주 정서

Kim & Yang (2013) 노인 MCI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정서

Kwon & Kang (2013) 노인 치매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인지

Nam et al. (2013) 청소년 감각장애 노래, 연주 정서

Park et al. (2013) 아동 감각장애 감상,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언어

Hong (2014) 성인 지적장애 연주 정서

Kim & Kim (2014) 아동 ADHD 노래, 연주 사회

Lee (2014) 성인 우울감 감상, 연주 정서

Park (2015) 청소년 외상성 뇌손상 동작 움직임 신체

Yang et al. (2015) 아동 중도, 중복장애 연주 정서

Baek (2016) 청소년 지적장애 노래, 동작 움직임, 연주 인지, 정서

Jeong & Moon (2016) 청소년 ASD 연주 정서

Jeong (2017) 아동 ASD 연주 사회

Joo & Park (2017) 노인 치매 동작 움직임, 연주 신체, 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