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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을 위한 음악자극이 인체의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용준환, 이지연
동남보건대학 작업치료과

Effects of Musical Stimuli for Relaxation of the Human Nervous System
Yong, Joon Hwan Lee, Ji Yeon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nam Health University, Suwon.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sical stimuli for relaxation of the human body
nervous system. The participants were 30 college students with above average scores on stress measurements. Each participant took performed two treatments. The first treatment involved listening to relaxation music for 20 min. The second
treatment involved listening to self selected (preferred) music for 20 min. The EEG and ECG of each participant was recorded before and after listening to the music.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 using a paired t-test. Both types of
music showed an increase in the relaxation index and a decrease in heart rate. The balance of autonomic nervous system
has effective changes. Also, the relaxation music was more effective in changes in the relaxation index, heart rate and ANS
balance than self-selected music. We identified that both music types have effects for relaxation by evidence of the neurophysiological aspects.
KEY WORDS : Musical stimuli, Nervous system, Relaxation

서 론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김은숙, 1997).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 방법으로 정신, 심리적인 다양한 접근법들이 소개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내린 건강의 개념은‘질병이 없거

데, 음악치료와 미술치료, 원예치료, 명상요법 등이 대표적이다.

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이 중 음악치료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쉬운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
이라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최나홍, 2007).

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최근에는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음악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이전에 신체, 생리적 반응을 일으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대한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치료보다는 예

켜 정서변화가 일어나게 하며 이러한 음악의 기능이 인간의 뇌에

방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에

영향을 준다(최병철, 1999). 즉, 음악은 뇌의 감정중추를 자극하여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러 가지 감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신경계의

스트레스는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자극으로 불면이나 초조 및 긴장을 해소시키며 정서적 반응을 이끌

으로 코르솔, 카테콜라민 등의 분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혈압

어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음악은 신체적인 면과 더불어 심리사회

상승, 맥박이 빨라지는 생리적 반응과 우울, 불안, 피로, 분노와

적으로도 보다 좋은 상태(well-being)의 유지와 개선을 위한 예방

같은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

및 건강 증진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최애나와 박형준, 2008).

을 미치는데 실제로 정신과를 찾는 환자의 약 32%가 스트레스와

음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하고 불안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중재법으로 사용된다(최나홍, 2007). 불안 및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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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음악은 일반적으로 이완 및 안
정음악이라고 한다. 이완 및 안정음악은 리듬이 지속적으로 흐르
고 두드리는 소리가 드러나지 않으며 멜로디 또한 끊기는 느낌이
없이 부드럽고 매끈하게 이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템포가

*본 연구는 2008년도 동남보건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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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환 외

분당 60비트 정도로 생체리듬과 비슷하다(이혜란, 2003). 이완이

2. 측정 도구

나 안정을 유도하는 음악으로 많이 쓰이는 음악들은 대부분 서양

1)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고전음악이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근래에는 명상을 유

스트레스 검사는 음악청취 후 이완효과가 나타나기 쉬운 대상

도하는 창작음악들도 많이 쓰이고 있다. 또는 자신이 선호하는 음

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검

악을 들었을 때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안정이 되며, 통증 완화도

사도구는 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서 1991

유도한다는 연구도 있다(박현숙과 최의순, 1997; 손정태와 김선

년 전겸구와 김교현이 개발한 척도를 개정한 도구이다(김영상,

화, 2006).

2003). 검사도구는 모두 8가지 영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동성친

이러한 이완 음악은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생리적 스트레스

구, 이성친구, 가족관계, 교수관계,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

반응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방법으로도 연구되어 왔는데,

제, 가치관 문제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총 50문항이며 4점 척도

부드러운 음악은 몸 속의 카테콜라민 수치를 낮추어 스트레스를

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

감소시키고 즐거운 음악은 앤돌핀을 분비하도록 뇌하수체에 영향

로 해석한다. 본 검사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0.75-0.88로 나타나

을 주어 심박동수와 혈압을 낮춘다고 하였다(Brody, 1984). 불안

있다(전겸구 등, 2000).

에 따른 병리생리적 반응과 음악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정현주,
2006)에서 불안으로 인한 흥분, 떨림, 근긴장도의 증가, 위경련이
음악을 통하여 불안감 감소, 근긴장도 감소, 통증 이완을 유도한
다는 효과를 보고하였다.

2) Poly G-A
본 연구에서 뇌파와 심박동수, 자율신경계 밸런스를 동시에 측
정하기 위해 Poly G-A (Laxtha Inc, Daejeon, Korea)라는 기기

이와 같이 이완음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해 이완 및 안정음

를 사용하였다. 이 기기는 전산화 폴리그래프 시스템으로서 총 31

악이 심리,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는

채널, 즉 뇌파(EEG) 21채널, 심전도(ECG) 1채널, 근전도(EMG)

데 최근에는 정서적 안정 및 이완이라는 심리적 상태를 생리적 지

4채널, PPG (맥파) 1채널, GSR (피부전기전도) 1채널, 안구전도

표로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완음악에 대한 생

(EOG) 2채널, 호흡(RESP) 1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기의 장

리적 지표로는 혈압, 맥박, 호흡, 피부전기반응과 같은 자율신경계

점은 한번 측정으로 위에 설명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의 반응과 뇌파와 같은 중추신경계 반응을 들 수 있다(하경화, 2002).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oly G-A의 EEG를 통하여 뇌파 데이터

그동안 이완음악에 대한 효과로서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

를, ECG를 통하여 심박동수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지표를 함께 사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완 음악에 대한 효과성 검증으로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1) 뇌파 측정

효과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추신경계에서는 뇌파측정을

뇌파 측정은 8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머리표면 총 8부위, 즉 10-

통하여 뇌파변화를, 자율신경계에서는 심전도 측정을 통하여 심

20 국제전극배치법에 따라 Fp1, Fp2, F3, F4, T3, T4, P3, P4

박동수와 자율신경계 밸런스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

위치에 전극을 부착하였다(Fig. 1). 8개 전극은 직접 대상자의 두

사용되던 이완음악과 개인의 선호음악에 대한 효과성도 같이 알

피에 접착풀을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기준 전극 A1은 귀 뒷부분

아보고자 하였다.

에, 접지전극 A2는 이마에 부착하였다. Fp는 이마앞엽, F는 이마
엽, T는 관자엽, P는 마루엽 부위를 뜻한다. 측정환경은 에어컨이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스트레스 검사
결과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30명의 학생이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검사 점수가 평균 이상인 자
둘째, 뇌파와 심박동수 검사에 동의하는 자
셋째, 약물 및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자

Fig. 1. 10-20 국제전극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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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으로 측정도구 외 다른 전자장비가
없는 실험실이었으며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음악
청취 후 눈을 감고 5분간 뇌파를 측정하였다. 뇌파 주파수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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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박동수
1분 동안의 심박동수를 알아보기 위해 5분 동안 측정된 심장박
동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델타파는 0-4 Hz, 쎄타파는 4-8 Hz, 알파파는 8-13 Hz, 베타
파는 13-30 Hz, 감마파는 30-50 Hz로 설정하였다. 피험자의 뇌
파는 256 Hz 샘플링 주파수, 0-50 Hz의 통과필터, 12-bit AD
변환에 의해 컴퓨터에 저장되었다.

3) 자율신경계 밸런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간의 균형을 %로 환산하였을 때
40-60% 범위를 정상 범위로 본다. 주파수로 보았을 때는 교감신
경계는 Low Frequency (LF)로 보고, 부교감신경계는 High Fre-

(2) 심전도 측정

quency (HF)로 설명하는데 각 신경계의 활성화를 비교하는 것보

심전도 측정을 통하여 심박동수와 자율신경계 밸런스를 알아

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서로 잘 작용하고 균형을 이루

보았다. 심전도 측정은 표준유도방식을 따랐으며 두 개의 센서를

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LF/HF의 비를 측정하여 확인

이용하여 피험자의 오른팔 안쪽 손목과 왼팔 안쪽 손목에 부착하

하는데 정상적인 비는 6/4이며, 1.5에서 2.0의 값을 가질 때 균형

여 측정하였다.

이 잘 잡혀있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도 %로 환산한 값을 사
용하여 비율값을 구하였다.

3. 이완음악 자극
대상자들에게 사용한 이완 및 안정음악은 대표적인 이완음악

5. 연구 절차

으로 알려진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 A단조와 모차르트의

본 연구는 총 3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약 4주간 실시하였고,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2악장을 선택하여 들려주었다. 또한, 선호

실험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진행하였다. 실험하기 전

음악은 대상자 본인들이 이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듣는 음악들

뇌파측정과 심전도 측정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지하였으며, 6시간

을 음악적 장르에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하였고 20분정도의 분량

이상의 충분한 수면과 실험 전날 음주 및 약물 금지, 그리고 검사

으로 선곡하여 본인들의 mp3에 담아오게 하였다. 음악청취 시간

당일 카페인 섭취 금지에 대한 당부를 하였다.

은 20분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음악청취를 통한 이완 효과를 보기

1차 실험은 이완음악 감상 전 5분간 뇌파와 심박동수를 동시

에는 20-25분 정도가 적당하다는 선행연구들(이혜란, 2003;

측정하고 20분간 편안히 침대에 누워 실험자가 제공하는 이완음

White, 1996)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음악청취를 위한 볼륨은 대

악을 20분간 이어폰을 이용하여 청취하게 하였으며, 이후 다시 5

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조절해주었다.

분간 눈을 감은 상태에서 뇌파와 심박동수를 동시 측정하였다.
2차 실험은 이완음악 실험 후 다음 날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

4. 용어 정의

로 하여 선호음악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앞의 실험과 동

1) 이완 및 안정 지표

일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 시행하였다.

이완음악과 선호음악을 들은 후 이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뇌파의 이완 및 안정지표를 뇌파 측정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이완

6. 자료 분석

및 안정지표 값은 알파파(alpha wave)/고베타파(high beta wave)

뇌파와 심박동수 데이터 분석은 telescan (Laxtha Inc, Dae-

의 비율값으로 산출한다. 알파파는 두뇌의 안정 상태를 반영하는

jeon, Korea)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데

기본파로 정서적 안정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된다(Glass, 1991).

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이완음악 감상 전후, 선호음악 감상 전후의

고베타파는 20-30 Hz에 해당하는 뇌파로 긴장과 불안상태를 반

뇌파와 심박동수 비교는 SPSS 12.0을 사용하여 Paired-t test를

영하는 주파수이다(김동구 등, 2005). 이완 및 안정지표는 박형준

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수준 a는 0.05로 하였다.

(2007)의 연구와 김기성(2009)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선택하였
다. 이 지표값은 높을수록 이완되고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연구 결과

데, 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이완 및 안정 지표=power ratio of a/high b

1.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와 스트레스 점수
총 30명의 대상자 중 남자는 13명이었고 여자는 17명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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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3. 이완 및 안정음악 감상 전후의 자율신경계 변화

검사를 시행하여 평균점수인 38.42점보다 높은 학생들 중 실험에

이완 음악 전후의 자율신경계의 변화에서 분당 심박동수는 음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악 감상 후 다소 낮게 나왔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밸런

22.1세였고, 스트레스 검사결과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40.32였다.

스를 본 자율신경계 밸런스는 1.2에서 최적 밸런스 값에 해당하는
2.0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자율신경계 밸런스는 의미 있는 차이

2. 이완 및 안정음악 감상 전후의 뇌파 변화

를 보였다(Table 2).

대상자들에게 이완 및 안정음악을 제시하기 전 기초선으로 측
정한 이완지표 값과 음악제시 후 측정한 이완지표 값을 비교해보

4. 선호음악 감상 전후의 뇌파 변화

았을 때, 모든 8개의 채널에서 이완음악 감상 후 지표 값이 모두

대상자 본인이 선호하는 선호음악 감상 전과 감상 후의 이완지

높게 나타났다(Table 1). 특히 이마앞엽인 Fp1에서는 통계적으로

표 값을 비교했을 때 선호음악 감상 후 대부분의 채널에서 지표값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른 채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Table 3). 그러나 마루엽 부위인

없었으나 이완음악 감상 후의 이완지표 값이 음악 감상 전보다 높

P3, P4에서는 감소하였으며 이완음악과 달리 의미 있는 차이를

았다. 이완음악 감상 전의 전체 뇌영역의 평균 이완지표 값은 6.3

보여주는 채널은 없었다.

이었고, 감상 후는 7.2로 0.9의 증가를 보였다.

선호음악 감상 전의 전체 뇌영역의 평균 이완지표 값은 8.0이
었고, 감상 후는 8.3으로 0.3의 증가를 보였다.

5. 선호음악 감상 전후의 자율신경계 변화

Table 1. 이완 및 안정음악 감상 전후의 이완 지표 값
구분
이완지표

평균

표준편차

t

p

5.3

3.7

-2.905

0.012*

-1.909

0.077

Fp1

감상 전
감상 후

6.5

4.8

Fp2

감상 전

6.1

4.9

감상 후

7.1

5.9

감상 전

6.5

5.0

감상 후

7.1

5.6

(a파/H-b파)

F3
F4
T3
T4
P3
P4

감상 전

6.8

4.8

감상 후

7.7

5.4

감상 전

4.4

3.0

감상 후

5.1

3.7

감상 전

4.2

4.4

감상 후

4.9

4.9

감상 전

7.7

7.5

감상 후

8.1

4.6

감상 전

9.6

7.9

감상 후

11.1

11.8

대상자들에게 선호음악을 제시한 후의 자율신경계 변화를 본
결과, 분당 심박동수는 74.7에서 73.9로 감소하였고, 자율신경계
Table 3. 선호음악 감상 전후의 이완 지표 값 음악
구분

-1.504

0.155

이완지표

평균 표준편차
Fp1

(a파/H-b파)
-1.875
-1.631
-1.259
-0.297
-0.902

0.082

Fp2

0.125

F3

0.229

F4

0.771

T3

0.382

T4
P3

*p<0.05.
Fp=이마앞엽; F=이마엽; T=관자엽; P=마루엽.

P4

Table 2. 이완 및 안정음악 감상 전후의 자율신경계 변화
구분
자율신경계

평균

표준편차

분당

감상 전

78.0

11.2

심박동수

감상 후

77.8

10.3

LF/HF

*p<0.05.
LF/HF=자율신경계 밸런스.

감상 전

1.2

1.0

감상 후

2.0

1.5

t
0.488
-3.725

p
0.633
0.002*

감상 전

6.9

3.7

감상 후

8.1

5.2

감상 전

7.9

4.3

감상 후

9.0

5.7

감상 전

7.3

4.1

감상 후

8.0

4.3

감상 전

7.2

3.9

감상 후

8.6

4.5

감상 전

4.7

2.5

감상 후

4.8

2.3

감상 전

4.5

2.7

감상 후

4.9

3.3

감상 전

12.3

8.7

감상 후

11.6

8.1

감상 전

13.2

9.7

감상 후

11.9

7.7

t

p

-1.827

0.089

-1.807

0.092

-0.864

0.402

-1.609

0.130

-0.135

0.894

-0.667

0.516

0.493

0.629

0.769

0.455

Table 4. 선호 음악 감상 전후의 자율신경계 변화
구분
자율신경계

평균 표준편차
분당

감상 전

74.7

10.0

심박동수

감상 후

73.9

9.3

감상 전

1.6

1.3

감상 후

1.5

1.2

LF/HF

t

p

1.085

0.296

0.254

0.803

이완을 위한 음악자극이 인체의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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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도 1.6에서 1.5로 감소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와 유사한데, 이들의 연구에서도 안정음악을 들은 청소년에

차이를 보인 것은 없었다(Table 4). 자율신경계 밸런스 점수 변화

게서 알파파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이완지표 값의 증가는 알파파

는 비록 감소 폭을 보였어도 최적 밸런스 범위 내의 점수이므로

와 고베타파의 비율값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알파파의 증가로 볼

감소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수 있다. 알파파는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발현되며 이 상태가 길
게 유지되면 명상상태로 들어간다. 따라서 심신이 모두 이완된 상

고 찰

태가 되면 뇌파는 알파파가 증가한다(최애나와 박형준, 2008). 본
연구에서 이완지표 값은 특히, 좌측 이마앞엽인 Fp1 부위에서 통

본 연구는 이완을 위한 음악적 자극이 인체의 신경계에 미치는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은영(2004)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완을 위한 음악적 자극으로는

연구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김은영(2004)은 음악청취 시 개인

기존 음악치료분야에서 사용하는 이완 및 안정음악을 선택하였

의 뇌파변화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을 때, 안정음악 청취 시 가

고, 또한 대상자 본인이 선호하는 음악을 선정하여 두 가지 음악

장 활성화되는 부위가 이마앞엽(Fp1)이라고 보고하였고, 긍정적

모두에 대한 이완효과를 비교하였다. 특히, 이완효과에 대한 신경

인 정서는 좌측 이마엽이 활성화될 때 나타난다고 하였다.

계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 모두의 변

이완음악의 감상 후 자율신경계의 변화로 볼 수 있는 심박동수

화를 함께 알아보았다. 중추신경계의 반응으로는 뇌파의 이완지

와 자율신경계의 밸런스 변화 또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심

표 값의 변화를 보았고, 자율신경계의 반응으로는 심박동수, 자율

박동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이완음악이 신체적 이

신경계 밸런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완 음악과 선

완을 유도했음을 보여주었고, 자율신경계의 밸런스 점수가 최적

호 음악 모두 이완지표 값이 증가하였고, 심박동수는 두 음악에서

의 점수대로 변화하여 이완음악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에도 도움을

모두 감소하였으며 자율신경계 밸런스의 변화도 최적범위에 포함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도

되어 이완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이완 음악과 선호음악이

매우 흡사하다. 이혜란(2003)은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스트레스

모두 지표값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의 변화를

완화를 위해 이완음악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완음

보인 것은 이완음악으로, 이는 이완음악이 선호음악보다 이완에

악이 이들의 전기피부반응 감소, 말초 피부온도의 증가,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호흡수가 감소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변인 모두 자율신경계

음악은 비언어적 매개체로서 언어에 의해 소통될 수 없는 메시

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

지를 전달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이며, 인간의 욕구

Zimmerman 등(1988)의 연구에서도 음악치료를 제공하고 심박

를 자극하거나 표현하고 해소시켜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이승

동수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가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선, 2007). 또한 음악은 사람의 긍정과 부정, 자극 및 안정과 같은

선호음악 역시, 이완음악 감상 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완지

다양한 정서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표 값이 전체 뇌영역에서 증가하였고, 8개 부위에서도 대부분 증

(문지영, 2008). 이러한 음악은 뇌의 감정중추를 자극하여 여러 가

가하였으나 마루엽 부위인 P3, P4에서는 감소함을 보였다. 또,

지 감정에 영향을 주는데, 초조하거나 긴장한 심리를 편안하게 유

이완음악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도하고, 지적 활동의 자극과 유쾌한 감정을 유도한다는 기능을 보

여주는 부위도 없었다. 한편, 심박동수도 감소하여 이완의 효과를

고하고 있어 음악에 대한 치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제시하였고, 자율신경계 밸런스도 최적인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다. 이 중 음악의 이완과 안정 효과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점수 범위 내이므로 선호음악 역시 이완음악과 같은 이완효과를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에 비해 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최애나와 박형준(2008)은 본인이 좋아하는

재는 다양한 측정도구를 통한 생리적 연구가 함께 실시되고 있다.

음악을 들으면 신체의 긴장이 풀리고 불안감이 감소한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도 뇌파측정을 통하여 이완음악의 이완지표 값의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박현숙과 최의순(1997)의 연구에서도

변화를 알아본 바, 전체 뇌영역의 이완지표 평균값이 증가하였음

수술 전 음악청취가 수술 불안 감소에 효과적인데, 이때 대상자 개

을 보였고, 8개 부위 모두에서도 이완지표 값이 증가하여 이완 및

인적 취향에 맞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

안정음악이 중추신경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

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호음악의 이완지표 값의 증가 폭, 심박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악치료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동수의 변화 값,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이완음악보다 적고 유의미

받은 청소년의 뇌파변화를 연구한 최애나와 박형준(2008)의 연구

한 차이를 보이는 값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완 및 안정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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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음악보다는 이완음악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진정 및 이완 유도 클래식이 재즈 또는 대중가요보다 알파파가 더
많이 나타나 이완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 성인숙(1996), 김
은영(2004)의 연구, 또 서양고전 음악이 이완에 효과적이라고 말
한 Allen과 Blascovich (1994)의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안정음
악은 대상자의 성격 유형, 성별, 음악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대상
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한 Kendrick (1996)의
주장도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완 및 안정
음악과 선호음악 간의 구체적 비교를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대상자의 수가
적고, 각 피험자마다 선호음악으로 사용하는 음악이 달라 비교에 한
계가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유무 외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
자를 확보하고 동일한 이완음악을 사용하며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그
룹과낮은그룹, 불안및 우울경향에따른비교가 필요하리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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