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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Rauscher et al. [1]은 Mozart 음악이 공간지각능력을 단기적으로 향

상시킨다는 Mozart effect 연구결과를 Nature에 발표하였다. 이후 음악

효과는 공간지각능력과 기억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수술 전과 수술 중

의 동통(pain)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청각마취(audio anesthesia)

역할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2]. 청각마취는 동통을 느끼는 신경

물질이 전달되는 뇌의 경로와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경로가 같아 일정

한 양만을 수용하는 뇌의 제한된 주의용량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

하며[3-5] 뇌 fMRI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4]. 이와 같은 이유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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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서 음악중재는 환자의 회복을 촉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체요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6].

하지만 Mozart effect라고 불리는 음악중재효과에 대하여 그 효용성

이나 적용분야와 관련한 한계 등 논란도 다수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Steele et al. [7]은 Rauscher et al. [1]의 Mozart effect 연구는 재현성이 없

다고 지적하였으며, Rauscher et al. [8]은 실험 환경이나 방법 등의 이유

로 결과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언하며 현실적으로 이 이론을 

적용시키기 위해 더 많은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내에 음악치료가 소개된 1997년 이후 음악중재효과 연구는 2000

년부터 음악중재 전문가와 보건임상학자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그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선행 사례들은 중재적용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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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질병군, 연령군, 환경군 등으로 분류하고 주로 서양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음악효과 유효성을 탐색하였다[9,10]. 국악을 활용한 음악중

재는 한국인의 정서에 국악이 서양음악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연구

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국악중재 실험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3

편의 결과로 보고되었다[11]. 초기의 국악중재는 동양철학 중 음양오행

이론과 국악요소를 연결하여 신체와 정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

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점차 과학적 실험연구의 중요성도 강조하

였다[11]. 

지금까지 음악중재효과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연구는 대상자별로 

중재방법을 세분화하여 그 연구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음악중재효과 연구는 해당 감독기관에서 허가를 얻은 

후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임상연구라기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적 실험 

성격이 많아 피험자 크기 결정이나 연구설계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다른 임상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국악을 활용한 중

재 연구는 객관적 결과제시가 더욱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음악중

재연구 경향은 연구결과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설계의 중요성

과 통계적 분석방법을 강조하며 정교한 실험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

가 이뤄지는 추세이다. Edward [12]와 Bradt [13]는 음악중재효과 유무

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비교임상시험 방법으로 검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악곡 청취가 동통감소에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절

차를 동통유발시험(cold-pressor task, CPT)을 통해 수행할 때, 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zation, ICH)에서 

논의된 임상시험 설계와 분석의 통계적 가이드라인인 E9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14]. 특히 국악중재연구의 체계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Choi et al. [15]의 비교임상시험 설계 시 피험자 크기 계산을 반영하여 

설계과정을 강조한다. 또한 실험 결과는 실험환경, 피험자의 문화적 경

험과 심리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3,16] 실험의 변동

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평행설계(parallel design)나 짝진설계

(paired design) 혹은 반복측정설계(repeated measure design) 등 기존에 

많이 이루어졌던 설계와 차별화하여, 한 피험자에게 두 처리를 모두 

수용하게 하는 교차설계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악효과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의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한 방법으로 

불안민감도를 측정하여 피험자들의 심리적인 상태와 동통감소와의 

연계성을 조사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 × 2 교차설계법을 활용한 CPT에 참여하는 피험

자를 대상으로 두 처리의 반응을 참을 수 없는 순간의 동통시점(pain 

tolerance, PT)과 그 시점에서의 동통강도(pain intensity, PI)로 측정하

여 국악중재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ICH에서 규정한 임상시험에서 고려되어야하는 통계적 가이드라

인[14]에 따라 2 × 2 교차설계에 기반을 둔 CPT를 수행하고, 국악

곡 중 ‘아리랑’이 동통감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국악중재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2)  피험자의 불안민감도에 따라 국악중재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CPT 전 피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안민감 

정도에 따라 국악효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CPT 수행 결과 PT로 측정된 국악중재효과가 존재한다. 

가설 2. CPT 수행 결과 PI로 측정된 국악중재효과가 존재한다.   

가설 3. 개인의 불안민감도에 분류된 집단에 따라 PT와 PI로 측정

한 국악중재효과가 존재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설계 선정, 연구대상자 대상 및 크기 결정, 무작위배

정방법, 피험자 모집, 가설 및 평가 방법 결정 등의 절차[14]로 진행된다.

2×2 교차설계 

2 × 2 교차설계에서의 음악중재 효과 입증은 한 피험자가 처리 순서

를 달리하면서 두 가지 처리를 모두 경험해보는 방법이다. 한 피험자가 

두 번의 처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므로 처리에 대한 반응의 변동성

이 클 때 처리의 변동성을 통제하며 그 효과를 추론할 있어 평행설계, 

혹은 대응설계, 반복측정설계 등에 비해 효율적으로 알려져 있다[17]. 

2 × 2 교차설계법의 자료 구조는 다음과 같다.

Table 1의 통계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Yijk=μ +Gk +Sik +Pj +μ jk +ε ijk

Table 1. Data structure in 2×2 crossover design  

              1 2

1 (TR) Y111..
Yn11

Y121..
Yn21

2 (RT) Y112..
Yn12

Y122..
Yn22

TR, treatment and reference; RT, reference and treatment.

Sequen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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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ijk는 처리매체(T는 국악중재, R은 통제처리)의 반응값(PT, 

PI)을 의미하며, μ는 전체 평균, Gk(k=1, 2)는 국악중재와 통제처리가 배

치되는 순서효과, Pj(j =1, 2)는 기간효과, μ jk는 국악중재와 통제처리의 

처리효과(μ 11=μ 22 =μT, μ 12 =μ 21 =μ R). Sik(i=1,...n)는 실험 대상자와 관련

된 변동, ε ijk는 처리와 관련된 변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통

계적 모형에는 잔류효과(carryover effect)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2 × 2 

교차설계에서는 잔류효과가 순서효과의 별명(alias)이기 때문에 순서

효과의 존재여부를 먼저 검정한 후 국악중재효과 검정을 수행한다[17].

피험자 크기

2 × 2 교차설계에서의 피험자 크기 결정에 관한 연구[15]와 Garcia 

and Hand [18]의 CPT 혼합 실험 연구에서 분석된 Cohen [19]의 유효

크기(effect size) d= 0.5를 활용하고, 통계적 가설 검정의 유의수준과 검

정력을 각각 5%, 80%로 설정하여 군 당 13명 총 26명의 피험자 크기를 

결정하였다. 

                 

피험자 모집, 선정 및 확률화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심사 승인(1041078-

201608-HRSB-147-01)을 받은 연구의 1단계 실험으로, 2016년 8월 2일

부터 6일까지 C대학교내의 중앙도서관과 대학원관의 게시판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고, 최종 모집된 실험대상자는 남자 15명, 여자 11명으

로 집계되었다. CPT 선행연구의 실험참여 선정기준[20]에 따라 질병과 

관련한 만성동통을 진단받은 자, 현재 동통약을 복용중인 자, 기절과 

발작을 경험해본 자, 동상을 경험해본 자, 현재 손에 상처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모집된 피험자는 선정기준에 합당하였다.

교차설계를 통해 CPT가 이루어지므로 각 피험자의 우세손은 처리

와 대조 두 상황에서 동통 반응값인 PT와 PI가 측정된다.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1집단(T, R), 2집단(R, T)로 처리 순서를 다르게 배열하

였다. 피험자가 실험실에 도착하게 되면 사전에 난수를 활용하여 만들

어진 배치표에 따라 두 순서집단 중 하나에 배정되었다. 

피험자 보호

실험진행 중 예상할 수 없는 동통반응에 대한 응급처치와 피험자 

보호를 위해 본교 간호학 박사과정의 간호사에게 실험날짜를 알리고 

실험시작부터 종료 시 까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기협조를 구하였다. 

피험자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된 피험자 설명문의 

1. 연구 목적과 내용, 2. 피험자가 받게 될 처리와 절차, 3. 연구관련 위

험요소, 4. 연구자가 알게 되는 피험자 관련 자료 검토 방식과 기밀유

지 방법, 5. 연구참여 철회의 권리, 6. 피험자 인권보호 사항, 7. 자발적 

참여의사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다. 연구자는 실험참여가 끝난 후 피

험자에게 사례하였고 실험 참여 후 동통측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

생하면 연락을 취하도록 설명하며 연구자가 보관하는 것과 동일한 피

험자 동의서 사본을 전달하였다. 동의서에는 연구자의 핸드폰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명시되어있다. 실험종료 후 현재까지 실험참여로 인한 

부작용을 보고한 사례는 없었다.

불안민감도 측정

본 실험에서는 동통 반응 값 PT 혹은 PI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험

자의 심리적인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불안민감도측정 설문을 동시에 

진행하였다[21,22]. 여기서 사용된 불안민감성 척도(anxiety sensitivity 

inventory, ASI-16) [23]의 출처는 한국어로 번안되고 Cho et al. [24]에 의

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 것을 사용하였다. ASI-16은 불안을 경험

할 때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두려운지를 평가할 수 있는 단일요인의 

척도이다. 각 문항은 동의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

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총 16문항의 설문점수는 0점부터 64

점의 분포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함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

한 불안민감도 설문 ASI-16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0.89이다. 피험

자들은 기초설문과 불안민감도 설문을 작성한 후 CPT에 참여하였다.

동통유발실험

동통실험은 차가운 온도로 상체 또는 하체의 일부분을 자극하는 

실험으로, 피험자의 우세손을 37℃의 미지근한 물속에 담근 후 0℃를 

유지하는 얼음물통 속으로 그 손을 옮겨 피험자의 동통시작점(pain 

threshold)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자극 중지시점 PT까지 손을 담그며 

동통을 유발하는 방법이다[20,25]. 동통실험은 혈관운동반응(vaso-

motor reaction)을 측정하는 절차로 활용되며, 불면증 환자가 경험하는 

동통 측정 시에도 활용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진다[26].

본 연구는 2 × 2 교차설계를 통해 국악곡이 동통인지에 미치는 영향

을 보기위한 실험으로 준비된 얼음물에 건강한 피험자의 우세손을 담

그도록 하여 동통을 유발하며, 국악청취상황과 그렇지 않은 통제 상

황에서의 PT와 PI가 관찰된다. 

측정방법

CPT 시작 전 피험자는 준비된 불안민감성 척도와 기초설문을 작성

하였다. CPT 실험환경은 선행연구에 따라 3-4℃의 얼음물에 담그는 

상한선을 2분으로 설정하고[18,21], 피험자들의 기초체온 회복과 차가

움으로 인한 동통기억을 빨리 잊도록 세수기간 10분 동안 32-34℃의 

미온수에 피험자가 원하는 만큼 손을 담그도록 하였다. 우세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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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 순서효과를 먼저 검정하여, 통

계적으로 순서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 국악중재효과를 검정한다[17]. 

Table 3에 의하면 순서효과는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p = 0.938), 두 처리 간의 평균 차이를 F-검정에 의해서 분산분석

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p< 0.001). 

동통강도(PI)

국악처리와 통제처리에서 PI의 평균강도(95% 신뢰구간)는 각각 6.26 

(5.98, 6.55), 6.69 (6.41, 6.98)이며, 두 처리 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각 순서효과를 먼저 검정하였다. Table 4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순서

효과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p= 0.531), 두 처리간의 차이를 분

산분석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p< 0.040). 

Table 3과 4의 분산분석표 상에서 기간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하는데 

이는 짧은 시간에 수행되는 CPT 실험의 특성으로 실험 두 번째 기간

에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통계적으로 기

간효과의 존재 여부는 처리효과의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악중재효과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다[17]. 많은 음악중재연구가 단

PT, PI를 측정한 이유는 우세편-비우세편(dominant side- nondominant 

side)에 따라 동통감지, 회복속도, 지시상황에서의 협응속도 등에 차이

가 있다는 선행연구[27]를 반영한 것이다. 

실험 장소의 실내온도는 24℃를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얼음물의 

온도가 3-4℃를 유지하고 있는지 연구자가 매회 확인하며 CPT를 진행

하였다. 피험자들은 서있는 자세에서 손바닥이 얼음물 통의 바닥에 접

촉하는 만큼까지 담그도록 하였다. 피험자가 동통을 느껴 얼음물에서 

손을 빼는 순간, 손을 뺀다는 신호를 말로 하도록 요청하였고, 연구자

는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그 말을 듣는 시점과 손을 빼는 순간을 확인

한 순간의 PT를 타이머로 측정하였다(단위, 초[sec]). 동통반응 PI는 시

각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VAS는 10센티 길이의 수평선 또는 수직선으로 구성된 선의 왼쪽 혹은 

하단(low end)은 무통(0), 오른쪽 끝 혹은 상단(high end)은 최악의 동

통(10 또는 100)을 의미하는 척도이다. 이것은 피험자의 아픈 정도를 

스스로 표시하도록 하는 명확한 개념지시가 가능하고, 연구자의 관여

가 최소화 되는 측정법으로 임상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

다[20,28]. 본 실험에서 PI는 두 번의 반복이 끝난 후 VAS가 표시된 용

지에 연구자의 관여 없이 피험자 스스로 표시하였다.  

분석방법

측정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 ver. 9.4 프로그램(SAS Institute, Cary, 

NC, USA)으로 수행되었고,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

다. 국악처리와 통제처리에서의 PT, PI 차이는 분산분석을 통해 F-검정

으로 분석하였으며, 측정된 피험자의 불안민감도를 정상집단과 불안집

단[29]으로 나누어 PT, PI가 차이가 존재하는지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표본특성

피험자들의 연령분포는 30 ± 9.8이고, 성별 비율은 남자 15명(58%), 

여자 11명(42%)이다. 실험 대상자들의 69.2%는 과외활동으로 음악을 

배웠으며, 3년 미만으로 음악을 배운 사람들은 26.9%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나타났고, 8년 이상 배운 사람들의 비율은 11.5%이었다. 피험자들

의 선호음악장르는 서양음악, 대중음악이 각각 23.1%, 76.9%로 나타났

고, 재즈, 국악을 선호하는 비율은 0.0%이다(Table 2).

동통반응 검정

참을 수 없는 동통반응 시점(PT)

국악처리와 통제처리에서 PT의 평균시간(95% 신뢰구간)은 각각 

11.24(초)(9.89, 12.60), 15.42(초)(14.07, 16.78)이다. 교차설계에서는 두 처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6)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5 (58.0)
Female 11 (42.0)

Age (y, mean±SD)   30±9.8
Music education

Yes 18 (69.2)
No 8 (30.8)

Favor genre
Classic 6 (23.1)
Popular 20 (76.9)
Jazz 0 (0.0)
Korean traditional music 0 (0.0)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on pain tolerance  

Source DF MS F-value Pr>F

Between SS
Sequence 1 1.1521 0.01 0.938
Residuals 24

Within SS
Music 1 227.48 20.27 0.000
Period 1 111.02 9.89 0.004
Residuals 24 11.221

Total 51

DF, degrees of freedom; MS, mean squares; SS, sum of squ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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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반복측정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간효과가 존재할 때 처리효

과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실험의 특성상 기간효과 존재가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교차설계를 활용해야 한다. 

불안민감도와 동통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동통반응의 원인으로 불안민감도가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탐색한다. 피험자 크기가 크지 않고, 불안민감도 점수가 한쪽

으로 치우쳐 있어 불안민감도 값에 따라 정상집단(15점 이하)과 불안

집단(16점 이상) 두 집단으로 나눈 후[29], 각각의 집단에서 측정된 동

통반응 PT와 PI의 차이로 t-검정을 통해 불안민감도에 따른 국악중재

효과를 검정한다. Table 5에 의하면 PT 검정 결과 정상집단과 불안집

단 간의 차이를 t-검정으로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p= 0.108), Table 6으로부터 PI 검정 결과 정상집단과 불안집단 간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p = 0.032). 즉 국악청취 시 정상집

단은 불안집단에 비해 동통을 덜 느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결론 및 토의 

일반적으로 음악처리와 다른 통제처리를 비교한 연구들의 통계모형

은 사전-사후 검정을 포함하여 반복측정을 통한 평균비교 검정이 주

된 방법이다. Michell et al. [2]은 선호음악, 유머, 수학암산의 3가지 상황

에서 동통반응을 비교했고, Garcia et al. [18]은 긴장완화음악, 동기유

발음악, 통제 3가지 상황에서 동통반응을 비교했으며, Rodriguez [31]

는 선호음악과 통제상황 간의 동통반응을 비교하였다. 위 연구들은 

반복측정으로 처리 간의 평균비교 검정을 하였지만 2가지 혹은 3가지 

처리의 순서효과를 어떤 과정으로 분석하였는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처리의 순서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처리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함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처리효과의 유효성이 순서효과

와 교락(confounding)되어 처리효과를 올바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계적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2 × 2 교차설계를 

활용한 CPT를 통해 국악중재 유무에 따른 피험자의 참을 수 없는 동

통발생 시점과 동통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한국인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국악청취와 통제 두 처리에서 PT, PI의 

F-검정결과, 국악중재효과는 순서효과와 분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함

을 입증하였다(각, p< 0.001, p= 0.040). 국악중재에 의해 PI가 감소하고, 

PT는 증가하는 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관찰되었다. 즉, 

동통의 종류에 따라 국악중재는 동통인지과정에 주의분산을 일으켜

[3-5] 동통느낌을 조절할 수 있는 매체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국악중재

효과의 재현성을 높이는 통계적 결과로써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동통측정에 관한 국내의 연구 중 Kim [22]은 불안민감성이 높을수

록 동통에 대한 과장된 해석으로 신체감각에 대한 공포가 증폭될 수 

있으며 또 다른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을 강조하며 불안민감성에 따른 

동통반응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불안민감성

이 높고 낮음에 따라 동통반응치로 측정한 PT의 통계적 유의성을 밝

히지 못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 동통표현의 다른 심리적 요인을 확인

해 봐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T와 PI로 측정된 국악중재효과가 불안민감도 정상

집단과 불안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위해 t-검정을 

수행한 결과 불안민감도 정상집단과 불안집단 간 PT는 Kim [22]의 연

구와 같이 유의하지 않았지만(p = 0.108), 불안민감도 정상집단과 불안

집단 간 PI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32). 이 결과는 불안민감도 

집단과 음악중재효과와 연계되고 있다는 중요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실험 설계 시 국악중재효과 PT와 PI의 크기만을 반영해서 분석을 수

행하였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향후 실험 설계 

시 불안민감도 분포를 반영한 피험자 크기로 PT의 유효성을 검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대상자의 음악적 성향과 음악적 경험은 동통인지 반응에 

Table 4. Analysis of variance on pain intensity  

Source DF MS F-value Pr>F

Between SS 0.40 0.531
Sequence 1 3.25
Residuals 24

Within SS
Music 1 2.33 4.71 0.040
Period 1 2.33 4.71 0.040
Residuals 24 0.49

Total 51

DF, degrees of freedom; MS, mean squares; SS, sum of squares.

Table 5. t-test results on pain tolerance

Group n Mean SD t-value Pr>t

(1) Anxious group 18 3.28 5.05
(2) Normal group 8 6.22 6.32
Diff (2-1) 2.94 5.45 1.30 0.108

SD, standard deviation.  

Table 6. t-test results on pain intensity

Group n Mean SD t-value Pr>t

(1) Anxious group 18 -0.17 0.99
(2) Normal group 8 -1.00 1.07
Diff (2-1) 0.83 1.01 1.94 0.032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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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 요인이므로 연구자가 구조화한 선호 음악과 

음악과외활동을 확인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표본특성의 분석결과, 

대상자의 69.2%는 과외활동으로 음악을 배운 적이 있었으며, 대상자의 

76.9%가 대중음악을 가장 선호하였고, 23.1%는 서양음악을 선호하였

다.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대상자의 음악적 성향과 음악적 경험은 

국악 태도에 대한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유추되지만, 국악중재곡으로 

선택된 ‘아리랑’은 대상자들의 PI와 PT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전통문화와 전통음악에 거리감을 나타내는 성향의 현

대인들[5]에게 국악중재는 동통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긍정적 매체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불안민감성과 동통반응의 관

련성은 실험에 필요한 피험자 크기보다 많은 피험자를 통해 추후 분석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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