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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치료적 악기연주가 뇌졸중 환자의 손 장악력과 기민성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한 대학부속병원 재활의학과
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 진단받고 외래로 치료를 받고 있는 3명의 환자(남자2명,
여자1명)였으며, 2005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주간에 걸쳐 총 20회(주 5회, 30분
간) 음악치료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를 위하여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적용하였으며(multiple baseline design), 손 장악력과 기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악력계와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를 사용하였고, 매회 세션이 끝난 후 건측과 환측의 결과를 다른 두
명의 관찰자와 함께 기록하였다. 연구결과, 치료적 악기연주를 사용한 중재가 진행될수록
세 명의 대상자의 건측과 환측의 손 장악력과 기민성에서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명의 대상자가 선호하는 노래나 악기를 사용하였을 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즉
흥연주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유병기간과 세션회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유병기간이 짧을수록 세션회기 전반부에 효과가 나타났다.

주제어: 치료적 악기연주(TIMP), 뇌졸중, 손 장악력, 기민성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뇌졸중은 현대인의 건강한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 통계청(2000)에 의하면 뇌졸중은 암을 제외하고 단일질환으로는 가
장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유병률
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생존율 역시 증가하여 실제로
매년 3~4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40대 이후 장년층에서도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뇌졸중의 결과로 80%이상이 편마비를 경험하는데, 그 중 40%이상은 만성
환자로 남게 된다(Jongensen, 1996). 편마비 환자들은 뇌 손상 이후 몇 개월 안
에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적절한 응급 처치와 초
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애, 지각 및 인지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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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등의 기능장애, 일상생활 활동 수행 장애 등 여러 가지 만성적인 장애를 가
지게 된다. 뇌졸중 이후 편마비로 인한 기능 장애 중 상지기능의 손상은 가장
흔한 후유증 중 하나이다. Nakayama, Jongensen, Raaschou, Vive-Larsen, Stoier,
그리고 Olsen(1994)은 상지기능의 자발적 회복은 뇌손상 이후 11주 무렵까지 일
어나며, 이 시기에 기능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지의 부가적인 기능 회복
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편마비 환자에게 있어서 잔존 감각
을 활용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기능적인 재활치료가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손의 기능적인 회복은 발병 후
일상생활동작에 필요한 도움의 정도와 가정에서의 독립적 활동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손의 사용은 직립보행을 시점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는데, 이는
신체의 이동에 사용되던 손을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물건을 잡고 조작하여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손의 기능은 대뇌의 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뇌의 발달이 손의 기능을 발달시킨다고 생각했
으나, 최근에는 그 반대로 손의 사용이 오히려 대뇌피질을 현저히 발달시킨다고
생각한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뇌의 어느 특정한 부분의 손상으로 인하여 편마
비를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손의 기능도 저하되거나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손
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과 학습은 손상된 대뇌의 잔존 기능을 회복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손의 운동은 주로 의식적
운동이지만 이러한 의식적 운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동시에 무의식적인 운동
도 필요하다(박규호, 2002). 예를 들어, 손으로 물건을 잡으려 할 경우, 환자의
의지에 의해 손가락을 쥐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수축시키지만, 펴는 근육은 무의
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완하여 손가락의 쥐고 펴는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Confrancesco(1985)는 편마비 환자의 손의 기능의 회복은 전형적인 순서
를 가진다고 하였다. 특히, 잡는 기능의 회복은 손을 펴는 반사(stretch reflex)에
서 시작된다고 설명하였는데, 펴는 반사는 척수보다는 대뇌의 중추신경계의 고
유수용기의 수축에 의해 반응하며, 손의 쥐는 반사(grasp reflex)는 뇌의 하부피
질(subcortical)에 의해 반응한다고 보고하였다. 본능적으로 쥐고 펴는 것에 대한
반작용은 대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완전한 통제는 운동을 조절하는 환자 자신
에 의해 이루어진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손의 움직임은 학습되지 않는 무의식적인 생리적 작용과
연관성을 가지는데, 음악의 요소 중 리듬은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한다(Thaut, Hoemberg, Kenyon, & Hurt, 1998). 리듬은 불규
칙적인 움직임을 통제하고 자극하여(Michel, 1976) 의식과 무의식속에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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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움직임을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이끄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힘의 원천이 된
다(Gollnitz, 1975). 의사이며 신경생리학자인 Herman Kabat는 고유 수용성 신경
계 촉진법인 PNF(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을 개발하였다(김
종만, 이충휘, 1997). PNF는 현재 운동치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경계 촉진법중
하나인데, Kabat는 PNF의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 중 리듬성 있는 동작과 근육
들의 상호작용을 주요한 치료목표로 삼았다. 신체재활 음악치료에서도 리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듬은 운동근육의 재활과 신경 근육의 재훈련을 위
하여 사용될 때 움직임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여 일시적
근력조절의 습득에 효과가 있다(Thaut et al., 1988). 이때 리듬은 공간과 힘을
조절하는 박자를 맞추는 역할(time keeper)을 한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과 청각
적 자극이 의식 또는 무의식적인 반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한 뇌 손상
을 가진 환자라도 남아있는 능력을 사용하면 움직임에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
다. 치료적 운동훈련에 청각적 자극인 리듬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듬적
동작 연습의 자극제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 또한 환자의 지구력과 힘, 운동범위
그리고 현재행동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임상적인 보고를
통해 이미 밝혀진바 있다(Confrancesco, 1985; Johnson, 1989; Lucia, 1987). 특히,
적절한 악기 연주는 운동기술을 더 좋게 하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손의 움직
임과 같이 반복적인 운동패턴을 위하여도 사용될 수 있다(Thaut, 2005). 즉, 치
료적인 잠재성을 위하여 사용된 악기들은 운동범위와 지구력, 힘의 강도뿐 아니
라 기능적인 손의 움직임, 손가락의 기민성 그리고 협응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때 악기들은 움직임에 구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 Cofrancesco(1985)는 세 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손의 장악력과 기능적
수행 향상을 위한 악기연주의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세 명 모두 장악력
뿐 아니라 기능적 기술, 협응 능력에 향상을 보였다. 결국, 어떤 움직임이던 간
에 악기연주는 동작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지구력을 향상시키며, 손동작과 손가
락을 기능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응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Thaut et al., 1998).
Whitall, McCombe, Waller, Silver, 그리고 Macko(2000)는 뇌졸중으로 인한
만성적인 우측 편마비 환자의 상지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양측 팔을 훈련했을 때
건측 뿐 아니라 환측의 기능이 모두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운동학적 측면에
서 볼 때, 양손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Castiello, Bennett, & Stelmach,
1993; Fagard, 1987), 양손을 이용한 훈련이 환측의 손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
다. 실제로, 양측의 동시적 수행이 환측의 상지와 자세 동작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Utley & Sugden, 1998; Volman, Wijnroks, & Vermeer, 2002), 동작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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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현, 박상범, 2004). 좌반구와 우반구의 우세
특성이 서로 다른데, 운동 행동의 계획과정에서는 좌반구가 우반구보다 우세한
역할을 하는 반면(Sabate, Gonzalez, & Rodnguez, 2004; Yahagi & Kasai, 1998),
복잡한 3차원적 구조를 인식하는 공각지각과 목표를 향한 동작 시, 시공간적 정보
처리과정에서는 우반구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Winstein
& Pohl, 1995). 따라서 양손으로 동시적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양손운동을 계획
하기 위해 양쪽 뇌 사이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환측의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abat et al., 2004).
따라서 뇌졸중으로 인하여 편마비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상지 기능 중
손 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은 기능적인 재활치료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손 장악력과 기민성은 일상생활동작들의 수행과 가정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손 기능 회복을 위한 양측을 이용한
훈련은 건측과 환측의 동시적인 사용으로 뇌의 좌, 우반구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전반적인 손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치료적인 악기연주
(Therapeutic Instrument Music Playing: TIMP)가 뇌졸중 환자의 손 장악력과
기민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손의 양측 운동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자는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 질문 1. TIMP를 이용한 음악치료 전후에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건측과 환
측의 장악력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연구 질문 2. TIMP를 이용한 음악치료 전후에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건측과 환
측의 기민성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방법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한 대학 부속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졸중
으로 인한 편마비로 진단받고 외래로 치료를 받고 있는 3명의 환자(남자2명, 여
자1명)였다. 대상자들은 재활의학과에서 외래로 작업치료와 운동치료를 정기적으
로 받고 있으며(일주일에 약 2회), 손 기능 향상을 위하여 음악치료를 2005년 9
월 22일부터 같은 해 10월 20까지 20회기에 걸쳐 참여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인
지상태가 연구자의 지시를 따르는데 문제가 없으며 심각한 치매가 아닌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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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점수가 25점 이상인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가
하는 대상자의 기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진단받은 자
2.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 25점 이
상으로 인지적으로 지시를 따르는데 문제가 없는 자
3. 환측 손으로 수의적 움직임이 가능한 자
4. 손 기능 향상을 위하여 음악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자
이 연구에 참여한 3명의 대상자는 유병기간과 뇌의 손상부위는 다르지만,
Brunnstrom의 손의 회복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손 기능 회복 단계가 유사한 자
들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성별

연령

발병원인

마비유형

유병기간

MMSE

Brunnstrom stage

1

남

62세

뇌출 혈

좌측편마비

6개 월

30/30

4단 계

2

남

54세

뇌출 혈

우측편마비

13개월

29/30

4단 계

3

여

42세

뇌출 혈

좌측편마비

5개 월

30/30

5단 계

도구
이 연구에서는 재활치료에서 주로 상지와 손의 기능을 담당하는 작업치료에서
의 표준화된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1. 장악력 검사(Grip strength Test)
장악력 평가는 American Society of Hand Therapists(ASHT)에서 표준화를 거
친 방법 중 손의 전반적인 근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악력계(JAMAR Hydraulic
Dynamometer: Sammons Preston, PO Box 93040 chicago, IL 60673-3040 U.S.A.)
를 사용하였다. 측정은 기초선과 유지단계를 포함하여 매 세션이 끝난 후에 건
측과 환측을 모두 검사하였다. 대상자는 앉은 자세로 어깨를 내전시키고, 주관절
(elbow joint)은 90도 굴곡하며, 전완(forearm)은 중립을 유지하여 측정하였다.
성인 남자의 평균 악력은 45-50kg이고, 성인여자의 평균 악력은 20-25kg이며,
우세 손과 비우세손의 악력 차이는 보통 2-3kg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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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악력계

<그림 2>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

2. 기민성 평가(dexterity Test)
기민성은 사람의 손사용 능력이나 손으로 물체를 조정하는 능력과 연관된다
(Trombbly, 1995). 손의 기민성에는 두 가지 유형인 Fine Manual Dexterity(FMD)
와 Gross Manual Dexterity(GMD)가 있다. FMD는 주로 손가락의 원위부를 사
용해서 물체를 다루는 능력과 연관되며, 작은 물건을 만질 때, 손가락의 빠르고
정교한 움직임과 관련된다. GMD는 섬세한 손가락의 움직임보다는 좀 더 큰 움
직임으로, 손과 손가락의 좀 더 덜 정교한 움직임과 연관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
한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Box and Block Test)는 GMD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검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손의 조작능력 및 손의 기민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작업치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이다(Trombly,
1995).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는 크기가 2.54cm인 정육면체 나무토막 150개와 중
앙에 칸막이가 달린 직사각형 상자(가로 53.7cm, 세로 27.4cm, 높이8.5cm)로 구
성되어 있다. 검사 방법은 우선, 나무토막을 피험자의 우세 손으로 반대쪽 칸막
이에 넣은 후 비우세손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하는데, 1분 동안 칸막이에 넣은
블록의 개수를 세어서 기록한다. 이 검사는 매 세션이 끝난 후에 건측과 환측을
모두 측정하였다.

절차
이 연구는 2005년 9월 22일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매회 30분의 세션을
주 5회 4주에 걸쳐 총 20회의 음악치료를 실시하였다(주 5회, 매회 30분간). 이
연구는 관찰자간 신뢰도를 위하여 연구자를 제외한 2명의 음악치료사가 참가하
였다. 한명의 치료사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키보드 반주나 배경음악으로
제공하는 것을 도왔고, 다른 한명의 치료사는 연구자를 도와 대상자의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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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였다. 또한, 측정 도구(장악력 검사와 기민성 평가)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연구자는 재활의학과에서 상지기능 측정도구를 3년 이상 사용한 경험자로부터
훈련 받았다. 세션이 끝난 후에, 연구자와 다른 두 명의 치료사가 눈금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기초선 기간 동안 연구자는 3명의 대상자에게 동일한 시간
과 장소에서 정해진 검사도구로 측정을 하였다. 중재는 첫 번째 대상자가 기초
선에 안정을 보이기 시작한 3회기 후부터 시작하였으며, 두 명의 대상자에게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중재가 끝난 후 각각 3일과 6일 후에 기능의 유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2회의 측정을 실시하였다.

음악치료 프로그램
이 연구에서 실시한 TIMP를 활용한 음악활동은 구조화되고 단계적이며 악기
연주를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험절차는 Confrancesco(1985)
가 뇌졸중환자의 장악력과 과제수행능력에 음악치료가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사용한 순서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이 연구에 맞도록 재구성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악력과 기민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협응 기술보다는
기민성을 향상시키는데 시간을 더 많이 배정하였으며, 환자에게 무리가 가지 않
도록 매 단계마다 이완을 위한 악기연주를 실시하였다. 음악치료는 매회 30분씩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표 2> 음악치료 진행절차
단

계

준비 단계
1 단계
2 단계

목

적

시

간

Hand Massage

2분

장악력 향상 단계

10분

이완

1분

기민성 향상

10분

이완

1분

3 단계

장악력 & 기민성 유지단계

4분

마무리 단계

Hand Massage

2분

음악활동은 3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가 장악력 향상이고, 2단계는 기
민성 향상, 그리고 마지막은 장악력과 기민성의 유지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뇌졸
중 환자의 손 기능의 재활은 대상자마다 느리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어나지 않
기도 한다. 따라서 치료는 진단명이 동일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맞게 각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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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악기와 음악을 사용하여 다르게 계획되어져야 한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위
하여 환자의 주치의를 통하여 손의 Brunnstrom stage를 확인하였고, 기초선 기간
을 통하여 대상자의 손 기능 상태를 파악한 뒤에 대상자에게 적합한 악기를 구
성하여 치료계획을 세웠다. 대상자마다 세부적인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장악력과 기민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의
손가락과 손 전체에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세션의 처음과 끝에 카바
사로 손바닥 마사지를 실시하였다. 연주 방법은 건측으로 악기를 잡은 후 잡은
악기를 환측의 손바닥위에 놓고,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 준다. 이때 치료사는 대
상자의 손 운동을 도와주고, 한명의 관찰자는 키보드에서 스트링 음색으로 연주
를 하였다. 음악의 템포는 준비단계에서는♩= 88 정도를 유지하였으며, 마무리
단계에는♩= 130 정도의 곡을 사용하였다. 치료의 준비단계에서는 근육을 풀어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조금 느린 템포의 곡을 사용
하였으며, 마무리 단계에서는 훈련한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조금 빠른 템포의 곡을 사용하였다. 치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사지에
사용하는 음악은 첫 세션부터 마지막 세션까지 같은 음악을 사용하였다.
<표 3> 대상자 1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세션회수

사용한 악기

1회-3회

기초선 측정

음악활동
기초선 측정
①핸드마사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단계: 카바사, 에그 쉐이커,
4회-9회
(전기)

탬버린
2단계: 기타, 큐 코드
3단계: 콰이어 차임
1단계: 카바사, 에그 쉐이커,
리듬스틱(2cm)

10회-14회
(중기)

드럼세트(멜럿 개조)
2단계: 기타, 큐 코드
3단계: 콰이어 차임, 카바사,
패들드럼, 탬버린
1단계: 카바사, 마라카스, 리
듬스틱(1.5cm), 탬버린

15회-20회
(후기)

21회-22회

②에그 쉐이커(상·하·좌·우): 배경음악(Row, row, row boat)
③탬버린: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④쉐이커 옮기기: ♩=90~120. 리듬박스(16beat)
①기타/큐 코드: 내주를 가까이
①콰이어 차임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②핸드마사지: 이 눈에 아무 증거
①②③④전기와 동일(리듬스틱 추가)
⑤드럼세트: 할 수 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즉흥연주
①기타 : 오빠생각 ②큐 코드 : 나의 등 뒤에서
①콰이어 차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 주를 가까이
②핸드마사지: 전기와 동일
①전기와 동일
②마라카스/리듬스틱: 배경음악

쉐이커, 드럼세트
2단계: 큐 코드
3단계: 콰이어 차임, 카바사,

(Row, row, row boat/ 오페라 카르멘 서곡)
①큐 코드 : 나의 등 뒤에서
①콰이어 차임: 낮엔 해처럼

핸드 캐스터
유지단계

②핸드마사지: 예수님 찬양
Grip strength, Box & Block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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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의 사이에는 손과 손가락뿐만 아니라, 팔이나 어깨에 강직이 생기거나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1분간의 이완 활동을 시행하였다. 이완 시에는 템포
가 느리고 연주가 용이한 악기와 양손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악기들로 구성
하였다. 주로 레인스틱과 오션드럼을 연주하거나, 양손에 멜럿을 들고 패들드럼
과 탬버린을 일정한 리듬으로 연주하도록 하여 양손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
다. 연주는 손과 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여린 세기로 하였다.
<표 4> 대상자 2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세션회수

사용한 악기

1회-6회

기초선 측정

음악활동
기초선 측정
①핸드마사지: 클레멘타인

1단계: 카바사, 에그 쉐이커
7회-10회
(전기)

②에그 쉐이커(상·하·좌·우): 배경음악(Row, row, row boat)
③탬버린: 아빠의 청춘
④쉐이커 옮기기: ♩=120~180. 리듬박스(16beat)

2단계: 기타, 큐 코드

①기타/큐 코드: 클레멘타인

3단계: 탬버린, 패들드럼,

①탬버린+패들드럼: 과수원길

칼라 벨

②핸드마사지: 진짜 사나이

1단계: 카바사, 에그 쉐이커, ①②③④전기와 동일(리듬스틱 추가)

11회-14회
(중기)

리듬스틱(1.8cm),

⑤드럼세트: 배경음악(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드럼세트

즉흥연주
①큐 코드: 고향의 봄

2단계: 큐 코드, 기타
3단계: 콰이어 차임,

1단계:

②기타: 오빠생각
①콰이어 챠임: 고향의 봄, 과수원길, 임과 함께

카바사, 패들드럼,

②패들드럼+탬버린: 전기와 동일

탬버린

③핸드마사지: 전기와 동일

카바사,

마라카스,

리듬스틱(1.5cm), 탬버린, 전기와 동일
15회-20회
(후기)

쉐이커, 드럼세트
2단계: 큐 코드, 기타

①큐 코드: 오빠 생각, 고향의 봄, 나훈아의 사랑

3단계: 콰이어 차임, 카바

①콰이어 차임: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사, 핸드 캐스터
21회-22회

②핸드마사지: 전기와 동일

유지단계

Grip strength, Box& Block 측정

음악활동과 악기사용은 단계별로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적합한 여러 종류의 악기를 사용하였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TIMP에서의 악기연주는 전통적 혹은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사에 의해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표 3>,<표 4>,
<표 5>에 보이는 것처럼, 같은 악기라도 전통적인 연주방법과 비전통적인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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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대상자의 손 운동 기능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였고, 필요할 경우
연구자가 간단하게 악기를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표 5> 대상자 3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세션회수

사용한 악기

음악활동

1회-9회

기초선 측정

기초선 측정
①핸드마사지: 만남
②에그 쉐이커/리듬스틱(상·하·좌·우): 배경음악(Row, row, row

1단계: 카바사,
10회-12회

your boat/오페라 카르멘 서곡)

에그 쉐이커,

③탬버린: 꿈을 먹는 젊은이, 토요일 밤, 꿍따리 샤바라, 서울의 찬가

리듬스틱(1.8cm)

④쉐이커 옮기기: ♩=160~220, 리듬박스(16beat)

(전기)

⑤드럼세트: 배경음악(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즉흥연주(In Phrygian mode)
2단계: 기타, 큐 코드

①기타/큐 코드: 클레멘타인

3단계: 탬버린, 패들드럼,

①탬버린+패들드럼: 과수원길

칼라 벨
②칼라 벨: 애모
1단계: 카바사, 에그 쉐이
커, 리듬스틱(1.5cm), 전기와 동일
드럼세트
13회-15회
(중기)

2단계: 큐 코드, 멜로디언
3단계: 콰이어 차임, 카바
사, 패들드럼, 탬버린

①큐 코드: 섬 집 아기, 과수원길
②멜로디언: 똑같아요, 곰 세 마리
①콰이어 차임: 고향의 봄, 과수원길
②패들드럼+탬버린: 전기와 동일
③핸드마사지: 전기와 동일

1단계: 카바사, 마라카스,
리듬스틱(1.2cm), 탬버린,
16회-20회
(후기)

2단계: 큐 코드, 멜로디언

①큐 코드: 오빠생각, 사랑의 미로

②멜로디언: 작은 별, 똑같아요, 주먹 쥐고, 오빠생각
3단계: 콰이어 차임, 카바 ①콰이어 차임: 사랑을 위하여,
희망 가, 사랑
사, 핸드 캐스터

21회-22회

전기와 동일

쉐이커, 드럼세트

②핸드마사지: 낭랑18세

유지단계

Grip strength, Box & Block 측정

결과
1. TIMP를 이용한 음악치료 전후에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건
측과 환측의 장악력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중재기간을 통해 사용한 악기를 이용한 음악치료 활동(TIMP)은 뇌졸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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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 장악력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그림 3>. 대상자 1, 2의 경
우 기초선 동안 낮은 수준으로 안정을 유지한 각각 3회기와 6회기 이후에 중재
가 실시되면서, 환측의 장악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상자 3은 9회기 이
후 중재가 실시되면서 건측의 장악력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환측
의 경우 중재 실시 후 4회기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 대상자 1의 장악력 변화
대상자 1은 세션 1, 2, 3회기에서는 건측과 환측의 정확한 장악력 측정을 위한
기초선 기간으로 평균 건측 45.3kg과 환측 12.6kg을 나타내었다. 특히, 환측의
경우 손 전체로 잡기가 가능하고 손가락의 약간의 신전은 가능하며 엄지손가락
은 다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손가락의 감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손
가락 전체를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손 장악력에 있어서는 성인기준치
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남자 평균: 45-50kg). 기초선에 비하여 중
재의 평균값은 42.8%나 향상을 보였으며, 중재의 마지막 값은 처음 값에 비해
21.8%정도 향상되었다. 건측의 경우는 환측의 운동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으
나, 환측은 장악력 향상을 위한 치료적 악기들이 사용되었다.
2) 대상자 2의 장악력 변화
대상자 2는 여섯 번의 기초선 측정 이후 7회기부터 중재가 실시되었다. 기초
선 기간 동안 환측의 평균은 14.8kg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상자 2의
경우 유병기간이 다른 대상자에 비해 길고, 손 기능 뿐 만아니라 신체의 다른
기능들의 회복이 매우 느리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초선 기
간 동안 에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재의 평균값은 기초선
평균값보다 41.8%나 상승하였는데, 중재 시작 후 다소 불규칙적인 데이터를 보
였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성을 나타내며 낮은 수준의 데이터가 기초선의
평균값보다 높게 산출되었다. 또한, 대상자 2는 환측과는 달리 건측의 경우 데이
터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중재가 시작된 7회기부터 10회기까지
는 기초선의 데이터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11회기에서
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데이터가 산출되었다. 건측의 기초선 동안 평균값은 중재
기간동안 6.4%의 향상을 보였으며, 유지단계에서는 환측과 건측 모두 중재의 평
균값보다 각각 7%와 6%가 향상되었다. 이는 대상자 2에게 치료적인 악기연주
중재의 경험이 증가할수록 환측과 건측의 장악력이 증가함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64 -

치료적 악기연주가 뇌졸중환자의 손 장악력과 기민성에 미치는 효과
3) 대상자 3의 장악력의 변화
대상자 3은 기초선 측정에서 여성의 평균 악력인 20-25kg보다 12kg 낮은
7.9kg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우세손인 좌측이 환측 일
지라도 정상보다 더욱 낮은 기능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는 제시된 음
악활동 중재 후 10회기부터 13회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데이터가 산출되
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같은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감소하
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유지단계에서는
실험기간 중 가장 높은 데이터를 산출하였는데, 기초선의 평균값보다 89%나 향
상되었다. 이는 대상자 3에게 치료적 악기연주의 적용이 환측의 장악력에 긍정
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대상자 3의 건측 장악력의 경우, 중재가 시작된
초반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마지막 중재인 20회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데
이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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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상자 1, 2, 3의 양측의 장악력 변화

2. TIMP를 이용한 음악치료 전후에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건측
과 환측의 기민성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기민성 향상을 위하여 실시된 치료적인 악기연주 활동은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데이터는 장악력보다 세 명의 대
상자에게 있어서 세션 전반에 걸쳐서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상자 1의 경
우는 9회기에 15.5%정도 감소하는 데이터를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데
이터를 산출하였다. 특히, 대상자 2의 경우는 양측에 있어서 중재 시기 동안 거
의 비슷한 데이터를 유지하였다. 대상자 3의 경우 12회기와 19회기에서 환측의
데이터가 가장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건측의 경우는 26.9% 상승한 데이터를 유
지하면서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1) 대상자 1의 기민성의 변화
기초선 3회기 동안 환측(오른손)의 측정 결과는 평균 19개를 수행하였다. 중재
가 시작된 4회기부터 20회기 동안 8회기(22)와 10회기(23)을 제외하고 23개에서
29개 내외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15회기에서는 30의 향상을 보였다. 이는 기
초선의 가장 높은 데이터보다 50%나 향상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건측의 경우 두 번째 유지단계의 데이터는 전체 활동 중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건측과 환측의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성을 나타내지만 중재 후기에 더욱 안정적인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2) 대상자 2의 기민성 변화
대상자 2는 기초선의 평균값이 중재기간에 비하여 양측모두 향상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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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하였다. 특히, 환측보다 건측은 2배나 상승하는 데이터를 보였다. 기초선
기간 동안의 평균 개수보다 중재 기간 동안의 평균 개수가 향상되었고, 향상된
변화율은 건측 18%와 환측 9%였다. 중재 기간 동안의 산출범위는 최저 33개에
서 최고 37개로 기초선 기간 동안의 데이터와 변화 폭이 유사하다. 대상자 2의
환측의 데이터 중 주목할 만한 결과는 비록 중재 기간 동안은 데이터의 수치가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초선 기간에서의 불안정함(최고와 최저의 6개의
차이)과는 다르게 일정한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상자 2의
건측 기초선 데이터는 환측에 비해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 대상자 3의 기민성의 변화
대상자 3은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의 결과는 다른 대상자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건측과 환측의 데이터가 다른 대상자들에 비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2회기와 19회기를 제외하면 양측의 데이터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
며, 특히 건측은 중재 기간 동안 거의 같은 수준의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안정적인 경향성을 보였다. 중재의 후기 부분에서는 양측모두 높은 수준의 데이
터를 산출하였다. 유지단계에서는 중재기간동안 가장 높은 데이터가 측정되었으
며, 평균값에 있어서도 건측은 5%와 환측은 15%나 향상되었다. 이는 치료적인
악기연주 활동이 대상자 3의 기민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시
사해 주는 것이다. 대상자 3의 기민성 향상을 위한 상자와 나무토막의 검사의
데이터는 건측과 환측 모두 상승폭이 넓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방향
성을 보였다. 유지단계에서도 중재 기간 동안의 평균값보다 각각 7%, 3%가 향
상된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이는 치료적인 악기연주가 대상자의 기민성에 긍정
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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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상자 1, 2, 3의 양측의 기민성의 변화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치료적인 악기연주(TIMP)가 뇌졸중 환자의 손 장악력과 기민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경기도 소재의
**대학병원에서 외래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
상자의 손 기능 중 장악력과 기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업치료에서 사용되는
악력계와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간의 중재효과를 관찰하
기 위하여 중다기초선설계(multiple baseline design)를 적용하였다. 2005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주간에 걸쳐 총 20회(주 5회, 30분간)의 음악치료를 실
시하였으며, 매회 세션이 끝난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 건측과 환측의 결과를 다
른 두 명의 관찰자와 함께 기록하였다. 각 연구 질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IMP를 이용한 음악치료는 뇌졸중 편마비환자의 건측과 환측의 장악력
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라는 연구 질문의 결과는 TIMP를 이용한 음악치료
를 통해 뇌졸중 편마비환자의 건측과 환측의 장악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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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대상자 1, 2, 3 모두 그래프의 경향성이 기초선의 기간보다 중재 기간에
향상을 보였으며, 손상된 환측뿐 아니라 문제가 없는 건측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호하는 노래나 악기를 사용하였을 때 더욱 높은 수준의
데이터가 산출되었으며, 연주방법에 있어서도 연구자가 미리 정한 리듬을 연주
할 때보다 즉흥연주로 자유롭게 연주할 때 훨씬 더 높은 데이터가 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TIMP를 이용한 음악치료 전후에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건측과 환측의
기민성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는 연구문제는 TIMP를 이용한 음악치료는 뇌
졸중 편마비환자의 건측과 환측의 기민성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상자 1, 2, 3 모두 그래프의 경향성이 기초선의 기간보다 중재 기간에 향
상을 보였으며, 유병기간이 짧을수록 중재 초반에 기능의 향상을 보였다. 기민성
또한 환측 뿐 아니라 건측에도 향상을 가져왔으며, 세 명 모두 양측에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세 명의 대상자는 유지단계에서 중재 기간 동안의 평균
값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데이터가 산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재 기간이 진행될수록 대상자 1, 2, 3의 장악력과 기민성의 손
기능은 꾸준한 향상을 보이는데, 중재 후기에서는 안정적인 그래프의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대상자 1, 3과 같이 발병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수치의 회복율
을 보였으며, 대부분 중재 초기에 변화가 나타났고 중반부터는 데이터를 유지하
는 모습을 보였다. 세 명의 대상자는 모두가 일정한 리듬 패턴으로 연주할 때보
다 자신이 선호하는 음악에 즉흥연주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이 나타났다. 그
리고 여러 회기 동안의 기초선 측정기간은 치료사와의 라포를 형성하는데 중요
한 작용을 하였으며, 악기연주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상의 여러 가지 결과들은 뇌졸중 환자의 손 기능 중 장악력과
기민성 향상에 신경학적 음악치료의 중재 중 하나인 치료적인 악기연주(TIMP)
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상지기능 중 특히 손과 손가락의 기
능에 영향을 준다는 많은 연구들과 상통한다. 그리고 양손 훈련이 손 기능 향상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Whitall et al., 2000; Utley & Sugden, 1998; Volman
et al., 2002)을 지지한다. 이 연구는 만성적인 뇌졸중 환자의 기능회복에 있어서
오래 시간의 재활치료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실험 기간이 짧고
적은 수의 대상자가 참여하였다는 것에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연구의 세팅이
세 명의 치료사가 한 명의 환자를 위하여 치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치료사가
여러 명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나 오히려 보조 치료사가
있는 것이 치료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수의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우므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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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치료사외에 운동을 도와주는 치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연구
결과 세 명의 대상자 모두 즉흥연주기법을 사용했을 때 운동의 효과가 더욱 높
았으므로, 배경음악을 이용하여 한 명의 치료사가 세션을 시행하는 것보다 음악
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보조 치료사와 함께 세션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자들의 유병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치료를 시행하여
효과를 비교 검토한다면 TIMP사용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더욱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 도구는 현재 작업치료에서 사용되는
있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신경학적 음악치료에서는 음악적 기술 외
에 신체기능의 평가는 재활세팅에서 흔히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
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구사용에 익숙한 전문 치료사에 의해 측정이 이루어진다
면 클라이언트에게는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연
구는 더욱더 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TIMP와 다른 재활
치료의 통합적 치료방법과 TIMP만의 치료를 통한 편마비 환자의 장악력과 기
민성의 비교를 통해 향후 의료진 또는 다른 재활 치료 팀과의 체계적인 치료방
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진다면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CBRM(The Center for Biomedical Research in Music)에서는 한명의 음악치료
사외에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신경학과 의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치료와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Bruscia(1998)는 음악치료는 즉각적이거나 순간적으로 완
치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 음악치
료는 과정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채워주고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보
다 나은 모습으로 향상시켜주어야 한다. 음악치료만이 가지는 독특함은 결과적
으로 나타나는 생산물보다는 과정에 의한 음악적인 경험을 통하여 치료가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 음악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손상된 신체의
회복뿐 만아니라 인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0년이 넘는 미국 음악치료 역사에 비해 우리나
라의 역사는 매우 짧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역사는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대학원 뿐 아니라 학부에까지 음악치료학과가 생겨나고 있는 이때에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한 음악치료의 연구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
히, 신경재활 음악치료의 연구들은 많이 부족하므로 앞으로 TIMＰ를 포함한 감
각훈련운동뿐 아니라 언어나 인지부분의 음악치료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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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rapeutic Instrument Music Playing
on Hand Grasp Strength and Dexterity in Stroke Patients
Kim, Ji-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rapeutic instrument music
playing on hand grasp strength and dexterity in stroke pati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ree outpatients(two men and a woman) who were being treated in the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of **University Hospital due to hemiplegia
caused by stroke. Aiming at them, music treatment was conducted for 4 weeks from
September 22 to October 22, 2005, 20 sessions in total(five times a week, 30 minutes
per session). The researcher applied multiple baseline design between the subjects for
this study and dynamometer, box, and block test were used to measure hand grasp
strength and dexterity. After the each session was completed, the affected and
unaffected results were recorded with two other observers. As a result of this study,
an improvement showed in hand grasp strength and dexterity of affected and
unaffected of the three subjects as therapeutic instrument music playing intervention
was developed. Specially, it can be noted that three subjects showed high scores
when preferred songs and instruments were used and improvisation method showed
effects. Also, disease duration and number of sessions showed a close relationship and
the shorter disease duration was, the more effects showed in the early stage of the
sessions.

Key word: Therapeutic Instrument Music Playing, stroke, hand grasp strength, dext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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