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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파형 시뮬레이션 기반 Healing Rhythm 시스템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뇌파, 심박동수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무작위 대조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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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전도 파형 시뮬레이션 기반 Healing Rhythm 시스템을 적용하
여 스트레스, 뇌파, 심박동수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무작위대조연구이다. 대상자는 실험
군 31명, 위약군 17명, 대조군 20명 총 68명으로 분석하였으며, 스트레스원 제공 전, 후 및 실험처치 후
5분 간격으로 총 8회 반복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스트레스는 실험처치 후 10분(F=4.33, p=.017), 15분
(F=3.15, p=.049)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뇌파는 상대알파 Fp1과 F3 (F=5.753, p=.005)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심박동수는 15분과 20분(F=3.586, p=.033)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불안
도 유의한 차이를(F=18.609, p＜.001) 보였다. 따라서 Healing Rhythm 시스템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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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상자에게 진정을 유도하는 중재로 활용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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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is a randomized control trial (RCT) to compare the effects of the electrocardiogram
waveform simulation-based Healing Rhythm System on stress, electroencephalography (EEG), heart rate,
and anxiety on healthy college students. Healthy college students without any disease were recruited. A
total of 68 participa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31 experimental groups, 17 placebo group, and 20
control group.
Methods: The analysis method was repeated measurement of ANOVA and it was conducted 8 times in
total. The effect measurement was checked before and after exposure to stressors and six times every
five minutes after intervention.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experimental group
at 10 minutes (F=4.33, p=.017) and 15 minutes after the intervention, and the EEG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experimental group at the relative alpha Fp1, F3 (F=5.753, p=.005) after the intervention,
and the heart rat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experimental group at 15 minutes and 20 minutes
(F=3.586, p=.033). The anxie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the pre and
post-treatment of stressors (F=18.609, p＜.001).
Conclusions: Therefore, HR system will be widely used as a program to induce calming to healthy
university students in stressful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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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5년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일반 대중들이 당시 불안,
절망과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고 보고된 바
가 있다(Lee et al., 2016). 현 코로나19 (COVID-19)와
같은 펜데믹 상황으로 대중은 전례 없던 ‘사회적 거리두
기’를 겪으며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되
어 있으며(Kim, 2020), 이러한 감염성 질환의 출현은 종
교시설과 유흥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사용 제한으로 이어
져 우리 국민 일상에 변화를 주며 스트레스와 불안 증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으로,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대면수업 불가로 등교가 어려워지며
정부 지침으로 개학과 개강이 연기되었고(교육부, 2020),
대면수업이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대체되며 새롭고 변화
된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인해 교수자는 물론이며, 대학생
들도 수업참여와 수업진행 적응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보
고된 바가 있다(Do, 2020). 특히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가 되며 정서적인 면을 포함하여 급격한 변화를 겪
으면서도 자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여 불안과 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것을 고려할 때(Lee, 2015) 대학생에게 스트레
스를 완화할 수 있는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생리적으로 심박동수
증가와 혈압 상승을 포함한 심혈관계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소화기계의 변화나 근 긴장도의 증가가 발생하기
도 하고 심리적으로는 우울감과 분노, 흥분, 정서 불안정
및 초조 등과 관련이 있다(Gorman et al., 2000). 이러
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해소되지 않
고 만성적으로 이어지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하였을
시 불안의 증가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Ross,
2017), 이는 국가의 의료비 지출 증가 및 국민의 삶의 질
저하 뿐만 아니라 질병이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에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적합한 중재가 필요하다.
최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프로그램과 중재방법으로
는 명상수련의 일종인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Mind-ful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프로
그램(Bae et al., 2019), 합창과 호흡훈련을 병합한 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Kim et al., 2020), 아로마 에센셜 오
일을 이용한 아로마테라피 족욕(Ahn et al., 2017) 등이
스트레스 감소와 진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와 보고
가 있었다. 하지만 MBSR 프로그램은 훈련 받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가 쉽지 않으
며, 합창과 호흡훈련을 병합한 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합창이 가능한 인원과 장소 선정에 영향이 제한점이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아로마테라피 족욕 역시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인 적용에 제한이 있
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완화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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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청각 장치를 이용한 스트레스 중재는 스트레스
원에 노출되었을 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 중재방법이다.
청각장치 기기는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스마트폰의
보급과 유튜브(Youtube) 이용의 증가 등으로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비용 면에서도 매우 경제적이고 부작용이 거
의 없는 보완대체요법이다. 음악 청취는 뇌 전도에 직접
영향을 미쳐 사람을 안정시키며 심신의 긴장을 이완하도
록 유도하여 알파파 상태를 유도하는 특징이 있으며 시상
의 중개자로 하여 피질과 변연계 내부의 작용으로 사람에
게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Roederer et
al., 1973). 또한 선행 연구를 보면 음악 청취는 뇌와 자
율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주어 생리적 변화와 반응을 일으
키게 하여 긴장 완화, 스트레스 완화와 불안 감소 등의 긍
정적인 효과(Choi et al., 2015)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
중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Hong et al., 2010)
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음악 중재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로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의 수동적인 청취 시 학업 스트레
스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Jang et al., 2016), 간호사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음악청취요법이 주관적 스트레스 반응
과 피로 수준에 미치는 효과(Ji et al., 2017) 등이 있으나
중재로 선택되는 음악이 클래식 혹은 이완음악이나 선호
하는 음악으로 기존의 음악 중재 연구와 차별성이 없으며,
단순히 음악중재 전과 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였
고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을 확인하는 연구는 드물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Healing Rhythm 시스템을 중재방
안으로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Healing Rhythm 시스템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
의 고유한 안정 시 심박동수와 동일한 bpm (beat per
minute)을 적용하여 자율신경 안정을 유도하였던 Healing
beat 프로그램(Bae, 2018)에서 심전도 파형 및 동일한
음파를 추출하여 보완ㆍ적용한 중재방법으로 스트레스 상
황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진정 유도하는 중재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
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심박동수 및 심전도 파형을 기
반으로 개발된 스트레스 완화 유도 솔루션 Healing
Rhythm 시스템을 대상자의 안정 시 심박동수와 동일한
BPM (Beats Per Minute)으로 적용하여 스트레스, 뇌파,
심박동수 및 불안에 대한 회복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원에 노
출되었을 때, 심박동수 및 심전도파형 시뮬레이션 기반
BPM 의 Healing Rhythm 시스템을 적용하여 스트레스,
뇌파, 심박동수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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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대조군 사전사후 실험설계이다(Fig. 1).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2019년 8월 1부터 10월 31일까지 D광
역시 소재의 1개 대학교에서 연구참여자 모집공고에 의해
자원한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대상자의 선
정기준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
발적으로 동의한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청각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자이다. 대상자
제외기준은 현재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자, 불안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항불안제,
수면제, 종합감기약, 알코올 등)을 복용한 자이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
측정분산 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유의수준, 검증력을 대입
하여 구하였다. 세 군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효과크기는 기존연구(Lee, 2018)를 바탕으로 F-test에서
하였을 때 효과크기 0.48, 유의수준 .05, 검증력 .80, 그
룹 수 3, 반복측정 수 8회로 산출하였을 때 적정 표본 크
기는 66명이 산출되었다. 뇌파 측정은 외생변수의 개입이
높기 때문에 탈락률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50%를 추가하
여 총 102명이 연구 대상자 수로 산출하여 실험군 34명,
위약군 34명, 대조군 34명으로 배정하였다. 대상자 등록
후 실험과정 중 뇌파 측정단계에서 실험군 3명, 위약군
15명, 대조군 10명이 참여를 거부하였고 위약군 2명과 대
조군 4명이 약물 복용으로 제거된 인원 34명을 제외한
68명이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Fig. 2).

3. 연구도구
1) 스트레스원
단기 유산소 운동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강소형의
연구(Kang, 2018)결과와 암산연산 수행이 스트레스를 증
가시킨다는 윤용학의 연구(Yoon et al., 1997)에 근거하

여 스트레스원을 제공하였다.
(1) 운동 스트레스
3분 동안 지속적으로 줄넘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2) 암산 스트레스
5분 동안 6,135에서 17씩 빼나가는 암산 연산을 수행
하며, 틀렸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수행한다.
본 연구는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진행
했으므로 운동 스트레스 후 암산스트레스를 시행하여 복
합적인 스트레스원을 제공하였다.
2)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스트레스
지수(Stress Index)를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지수는 자율
신경계 측정장비인 Canopy 9 RSA (IEMBIO, USA)의
집게형 손가락 센서를 이용하여 왼손 검지손가락에 삽입
하고 2분 30초간 연속적으로 측정한 후 심박 변이도
(Heart Rate Variability; HRV)를 근거하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활성도 값의 비율을 표준유도법으로 정량화하
여 자율신경계 지수 값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
스 지수는 1에서 10까지 있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스트레
스 상황에 노출된 것을 의미한다. 측정 시기는 실험실 입
실 직후, 복합 스트레스원 노출 후, 실험처치 5분 후, 10
분 후, 15분 후, 20분 후, 25분 후, 종료 시점인 실험처치
30분 후 총 8회 측정하였다.
3) 뇌파(Electroencephalogram, EEG)
본 연구에서 뇌파의 측정을 위해 건식 및 무선 EEG 헤
드셋 뇌파 측정 장비인 Quick-30 Plus (Cognionics,
USA)를 이용하여 상대알파의 Fp1과 F3를 측정하였다.

Fig. 1. Study design.
Exp.:Experimental, Pla.: Placebo, EEG: Encephalography, H.R: Healing rhythm system, P.M: Prefer music, T0: Baseline, Ts: Loading stressor, T5: 5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10: 10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15: 15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20: 20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25:
25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30: 30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240 Jae Kyeum Lee, Ik-Lyul Bae

http://www.stressresearch.or.kr/

Fig. 2. Participant recruitment flow chart.

알파파의 주파수는 8∼13 Hz이며 뇌파의 가장 기본파형
으로 인지적인 정보처리와 지속적인 주의력에 따른 집중
력을 의미하며(Kim, 2010) 값이 클수록 집중력이 활성화
됨을 의미한다. 측정 시기는 실험실 입실 직후, 종료 시점
인 실험처치 30분 후 총 2회 측정하였다.
4) 심박동수
심박동수는 HP Monitor (Philips, USA)에 연결된 심
전도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정상범위는 1분당 최
소 60회에서 최대 100회이다. 측정 시기는 실험실 입실
직후, 복합 스트레스원 노출 후, 실험처치 5분 후, 10분
후, 15분 후, 20분 후, 25분 후, 종료 시점인 실험처치 30
분 후 총 8회 측정하였다.
5) 불안
불안 측정은 NRS (Numeric Rating Scale)숫자척도
(Shim et al., 2007)로 측정한 점수로서, 도구의 왼쪽 끝
에 0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오른쪽 끝에 10 (매우
불안을 느낀다)이라고 적혀있는 10 cm 수평선상에 대상
자가 느끼는 불안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점수
가 높을수록 불안 지각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측정 시기
는 실험실 입실 직후, 스트레스원 노출 후, 종료 시점인 실
험처치 30분 후 총 3회 측정하였다.

4. 연구 진행 절차
1) 실험처치
(1) 실험실 환경
2
실험실의 면적은 31.2 m 이고, 측정 장소의 실내온도
는 스트레스, 뇌파 및 활력징후 측정에 적당한 온도를 고
려하여 22°C에서 24°C로 설정 및 유지하였다. 실험실에
는 대상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파와 테
이블을 두었으며 환기가 잘 되는 창문이 있는 장소를 선택
하여 수시로 환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였다.
(2) Healing rhythm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실험처치로 심박동수 및 심전도파형 시
뮬레이션 기반 BPM의 Healing Rhythm 시스템을 적용
하였다. Healing Rhythm 시스템은 음악의 비트를 이용
및 연계한 Beat Induction으로 대상자마다 고유한 안정
시 심박동수 및 심전도 파형의 진폭과 진동수를 기반으로
분석 후 추출하여, 동일한 심전도 파형을 구현한 음원으로
사람의 정상 심박동수인 분당 60회에서 100회까지 총 41
개의 beats로 구성되어 있다. 4분의 4박자의 반복적인 코
드와 리듬의 패턴으로 건반과 기타의 합주를 통해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Healing Rhythm 시
스템의 적용은 복합 스트레스원 제공 후 대상자가 최초 실
험실에 입실하여 측정된 사전 안정 시 심박동수와 같은
BPM을 무선이어폰(AirPods, Apple, USA)을 통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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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동안 40 dB의 볼륨으로 적용하였다.
(3) 선호하는 음악
본 연구에서 위약군의 실험처치로 선호하는 음악을 적
용하였다. 선호하는 음악의 적용은 국내 유명 실시간 스트
리밍 음원 사이트(www.melon.co.kr, 멜론)에서 대상자
가 선호하는 음악 1곡을 직접 선곡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
스트레스원 제공 후 무선이어폰(AirPods)을 통해 30분
동안 반복 재생하여 40 dB의 볼륨으로 적용하였다.
(4) 연구절차
① 실험군 연구절차
㉠ 사전조사
∙ 대상자는 실험 스케쥴에 따라 K대학교 실험실에 방문
하도록 하였다.
∙ 대상자가 방문하면 훈련된 연구원이 대상자 확인 후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
은 뒤 실험을 진행했다. 그 후에 소파에서 편안한 자
세로 5분 동안 안정을 취한 후 사전조사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후 Canopy9 RSA 장비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Quick-30 Plus 장비를
이용하여 뇌파를 측정, HP Monitor를 이용하여 안
정 시 심박동수를 측정하고, NRS 숫자척도를 이용하
여 불안을 측정하였다.
㉡ 스트레스원
∙ 스트레스원은 운동 스트레스 3분 제공 후 암산 스트

레스 5분을 복합적으로 제공하였다.
㉢ 실험처치
∙ 스트레스원 제공 후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도록 한 후

실험군은 무선이어폰(AirPods)을 통해 대상자의 안
정 시 심박동수에 맞는 BPM의 Healing Rhythm 시
스템을 편안한 환경에서 30분간 40 dB의 볼륨으로
적용하였다.
㉣ 사후조사
∙ 사후조사는 실험처치 후 5분 간격으로 30분 동안 스

트레스 지수 및 심박동수를 총 6회 측정하였으며, 실
험처치 후 뇌파와 불안을 측정하였다.
㉤ 사후조치
∙ 실험 종료 후 연구참여 대상자에게 휴식을 가질 수 있

도록 한 후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임상실무경
력 4년 이상 된 간호사 1인이 대상자의 안정을 최종
적으로 확인한 후 귀가시켰다.
② 위약군 및 대조군 연구절차
∙ 사전조사, 스트레스원 제공, 사후조사 및 사후조치는

실험군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나 실험처치에서
위약군은 선호하는 음악 1곡을 30분 동안 40 dB의
볼륨으로 적용하였고, 대조군은 아무런 처치를 적용
하지 않고 휴식만 제공하였다.

5.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모집공고 및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8월 1
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대상자의 모집은 게시판
의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
여부와 약물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자
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대
상자에게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
명하고 자율결정 및 자율탈퇴에 관한 설명에 대한 서면 동
의를 받은 대상자만 진행하였고, 실험연구의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다. 대상자를 모집 후 확보된 리스트를
Microsoft Excel 2016 프로그램에서 랜덤 함수를 이용
한 난수 생성으로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 방법을
활용하여 실험군, 위약군 및 대조군으로 할당 후 대상자에
게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6. 자료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실험군, 위약군,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2
X -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2) 실험군, 위약군,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
질성 검증을 위해 ANOVA로 분석하였다.
3) 실험군, 위약군, 대조군의 스트레스, 뇌파, 심박동수 및
불안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로 분석하
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é의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4)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실험군, 위약군, 대조군의 스트
레스, 뇌파, 심박동수 및 불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 반복측정분산 분석(Repeated Measures of
ANOVA)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7. 윤리적 고려
실험의 연구 진행 전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심의를 거쳐 허락(KYU 2019-230-01)을 받은 후
진행을 시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참여 동의를 받고,
실험 참여 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
음을 알려주었으며, 중단 또는 철회 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실험의 진행 도중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
를 호소한다면 실험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실험
중 얻게 되는 임상정보는 모두 무기명(ID)로 처리될 것임
을 설명하였으며, 무기명으로 처리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함에 3년간 보관된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
다. 실험처치가 종료되면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감
사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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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사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대상자는
68명으로 실험군은 31명, 위약군은 17명, 대조군은 20명
이었다. Table 1과 같이 일반적 특성 중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22.68세, 위약군 22.92세, 대조군은
22.13세였고, 키는 실험군 163.68 cm, 위약군 161.68
cm, 대조군은 166.35 cm이었으며 체중은 실험군 57.35
kg, 위약군 58.24 kg, 대조군 58.59 kg로 평균 연령과
키, 나이는 세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은 확보되
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은 Table
1과 같았다. 스트레스 지수는 실험군 2.90±1.35점, 위약
군은 3.35±2.09점, 대조군은 3.20±1.40점으로 세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EG 상대알파 Fp1은 실험군
0.0856±0.04, 위약군 0.0796±0.02, 대조군은 0.0784±

0.04로 세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EEG 상대알파
F3 역시 실험군 0.0973±0.05, 위약군 0.999±0.05, 대
조군 0.904±0.03으로 세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
성이 확인되었다. 심박동수는 실험군 78.45±9.97회/분,
위약군 81.87±15.35회/분, 대조군 81.25±12.15회/분
로 세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불안은 실험군 4.03±
2.04점, 위약군 4.94±1.98점, 대조군 4.65±1.84점으로
세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세 군 간의 종속변수
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
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3. Healing Rhythm 시스템의 효과 검증
1) 스트레스 지수
Healing Rhythm 시스템이 스트레스 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총 8회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실험처치 전 복합 스트레스원 노출 후 실험군과
위약군, 대조군 모두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하였고, 실험처
치 후 10분(T10)부터 세 군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F=4.33, p=.017). 유의한 차이는 실험처치 15분(T15)

Table 1. Homogeneity of experimental, placebo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N=68)
Characteristics/variable
Age (yr)
Height (cm)
Body weight (kg)
Gender

Male
Female

Stress index
EEG

α
α

Exp. (n=31)

Pla. (n=17)

Cont. (n=20)

Mean±SD/N (%)

Mean±SD/N (%)

Mean±SD/N (%)

22.68±1.45
163.68±6.35
57.35±11.41
1 (3.2)
30 (96.8)
2.90±1.35
0.0856±0.04

22.92±1.78
161.68±9.74
58.24±14.52
1 (5.9)
16 (94.1)
3.35±2.09
0.0796±0.02

22.13±1.66
166.35±7.01
58.59±12.54
2 (10)
18 (90)
3.20±1.40
0.0784±0.04

2

Category

Fp1

EEG
F3
Heart rate
Anxiety

t/X

p

1.399
-1.600
0.254
1.828

.167
.115
.801
.072

0.5
0.265

.609
.768

0.0973±0.05

0.0999±0.05

0.0904±0.03

0.251

.779

78.45±9.97
4.03±2.04

81.87±15.35
4.94±1.98

81.25±12.15
4.65±1.84

0.746
1.327

.478
.272

Exp.: Experimental group, Pla.: Placebo group, Cont.: Control group, Mean±SD: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Comparison of stress index, EEG of experimental, placebo and control groups (N=68)
Exp. (n=31)

Pla. (n=17)

Cont. (n=20)

Mean±SD

Mean±SD

Mean±SD

Fp1

T0
Ts
T5
T10
T15
T20
T25
T30
T0

2.90±1.35
6.61±2.81
6.16±2.78
4.42±1.57
4.16±1.73
3.74±1.53
3.58±2.14
3.39±1.80
0.0856±0.04

3.35±2.09
6.41±3.22
5.65±3.02
5.35±2.50
5.24±2.64
4.65±1.94
4.53±2.50
4.65±2.83
0.0796±0.02

3.20±1.40
7.15±2.83
7.00±2.73
6.20±2.53
5.75±2.73
5.05±2.63
4.65±2.30
4.75±2.47
0.0784±0.04

0.5
0.331
1.101
4.33
3.153
2.837
1.679
2.792
0.265

F3

T30
T0

0.1150±0.04
0.0973±0.05

0.0949±0.03
0.0999±0.05

T30

0.1475±0.06

0.1099±0.02

p

F (p)*

(2)
(2)
(2)
(2)
(2)
(2)
(2)
(2)
(2)

.609
.719
.339
.017
.049
.066
.195
.069
.768

Time 22.394 (＜.001)
G*T 1.326 (.202)
Group 2.119 (.128)

0.0821±0.06
0.0904±0.03

3.362 (2)
0.251 (2)

.041
.779

0.1067±0.05

5.753 (2)

.005

Variable
Stress index

EEG
EEG

α
α

F (df)

-

*Repeated measures of ANOVA.
EEG: Electroencephalography, Exp.: Experimental group, Pla.: Placebo group, Cont.: Control group, Mean±SD: Mean±standard deviation, G*T: Group*Time,
T0: Baseline, Ts: Loading stressor, T5: 5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10: 10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15: 15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20: 20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25: 25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30: 30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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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53, p=.049)에도 관찰되었으며, 총 8회 측정한 스
트레스 지수를 반복측정분산 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22.394, p＜.001), 집단과 시간
의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F=1.326, p=.202),
집단에 따라 세 군의 반복 측정한 결과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119, p=.128) (Table 2).
2) 뇌파
Healing Rhythm 시스템이 EEG 상대알파 Fp3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처치 전, 후 총 2회 측정
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실험처치 전 초기 EEG 상
대알파 Fp3는 실험군, 위약군 대조군이 각각 0.0856,
0.0796, 0.0784이었고, 실험처치 후 EEG 상대알파 Fp3
는 실험군, 위약군, 대조군이 각각 0.1150, 0.0949,
0.0904이었다. 세 군간의 실험처치 전, 후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실험군은 0.0294, 위약군은 0.0153 그리고 대조
군은 0.0037 증가하였다. 이는 실험처치 후 세 군간의
EEG 상대알파 Fp3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F=3.362, p=.041) (Table 2).
Healing Rhythm 시스템이 EEG 상대알파 F3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처치 전, 후 총 2회 측정한
결과 실험처치 전 초기 EEG 상대알파 F3는 실험군, 위약
군, 대조군이 각각 0.0973, 0.0999, 0.0904이었고, 실험
처치 후 EEG 상대알파 F3는 실험군, 위약군, 대조군이 각
각 0.1475, 0.1099, 0.1067이었다. 세 군간의 실험처치
전, 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0.0502, 위약군은
0.0100 그리고 대조군은 0.0163 증가하였다. 이는 세 군
간 실험처치 전과 후 EEG상대알파 F3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753, p=.005) (Table 2).

며, 실험처치 전 복합 스트레스원 노출 후 실험군, 위약군,
대조군 모두 심박동수가 상승하였다. 실험처치 15분(T15)
후부터 세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F=3.574, p=.034), 20분(T20)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나(F=3.586, p=.033) 25분(T25)부터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F=2.287, p=.11). 총 8회 측정한 심박
동수를 반복측정분산 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나F=30.898, p＜.001), 집단과 시간에 따른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F=1.493,
p=.124), 집단에 따라 세 군의 반복 측정한 심박동수 또
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794, p=.175) (Table 3).
4) 불안
Healing Rhythm 시스템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총 3회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실
험처치 전 복합 스트레스원 노출 후 실험군, 위약군, 대조
군의 불안 점수는 각각 7.68점, 7.47점, 7.00점이었으며
실험처치 30분(T30) 후 실험군과 위약군, 대조군은 각각
2.35점, 3.71점, 5.40점으로 실험처치 전과 후 불안점수
가 실험군은 5.33점, 위약군은 3.76점 그리고 대조군은
1.60점이 감소하였다. 이는 세 군간 실험처치 전과 후 불
안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8.609, p＜.001). 총 3회 측정한 불안점수를 반복측
정분산 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8.883, p＜.001), 집단과 시간에 따른 교호작용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7.558, p＜.001), 집단에 따른
세 군의 반복측정한 불안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4.639, p=.013) (Table 3).

고
3) 심박동수
Healing Rhythm 시스템이 심박동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총 8회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으

찰

본 연구는 사전사후 측정 시기동안 외생변수의 작용을
최소화한 실험실 연구로서 스트레스 완화 중재의 전과 후

Table 3. Comparison of heart rate and anxiety of experimental, placebo and control groups (N=68)
Exp. (n=31)

Pla. (n=17)

Cont. (n=20)

Mean±SD

Mean±SD

Mean±SD

81.87±15.35
92.94±14.32
91.56±15.34
90.56±14.84
89.06±12.48
86.94±12.98
83.44±12.72
84.69±13.93
4.94±1.98
7.47±1.59
3.71±1.83

81.25±12.15
99.20±15.57
96.80±14.55
94.40±13.50
93.00±12.15
91.40±12.32
89.35±13.78
88.00±15.35
4.65±1.84
7.00±1.34
5.40±1.76

Variable
Heart rate

Anxiety

F (df)
T0
Ts
T5
T10
T15
T20
T25
T30
T0
Ts
T30

78.45±9.97
94.87±12.43
91.13±11.46
87.42±10.36
84.68±9.57
82.61±10.33
82.00±10.00
82.19±9.86
4.03±2.04
7.68±1.70
2.35±1.68

0.746
0.745
1.07
1.958
3.574
3.586
2.287
1.275
1.327
1.135
18.609

(2)
(2)
(2)
(2)
(2)
(2)
(2)
(2)
(2)
(2)
(2)

p

F (p)*

.478
.479
.349
.149
.034
.033
.11
.286
.272
.328
＜.001

Time 30.898 (＜.001)
G*T 1.493 (.124)
Group 1.794 (.175)

Time 8.883 (＜.001)
G*T 7.558 (＜.001)
Group 4.639 (.013)

*Repeated Measures of ANOVA.
Exp.: Experimental group, Pla.: Placebo group, Cont.: Control group, Mean±SD: Mean ± standard deviation, G*T: Group*Time, T0: Baseline, Ts: Loading
stressor, T5: 5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10: 10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15: 15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20: 20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25: 25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30: 30 min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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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만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및 활력징후 안정화에 대
한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과 시점별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추적 측정 연구로 가장 최적의 효과를 보이는 시점을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 분석으로 추적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Healing Rhythm 시스템의 적용은 급성
기 스트레스 상황 또는 일시적인 스트레스원 노출 시 즉시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중재 완화 방법으로 효율
적인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COVID-19)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
은 여러가지 스트레스 상황으로 스트레스가 심화된 건강
한 성인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재개발을
탐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Healing Rhythm 시스템 적용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한 결과 실
험군에서 위약군 및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실험처치 후
10분과 15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곧 급성기 스
트레스원에 노출되었을 때 Healing Rhythm 시스템의
적용으로 빠르게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자율신경의 안정화
를 유도하는데 단계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Healing Rhythm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위약군이나
대조군의 경우에서 실험처치 5분 후 위약군과 대조군의
스트레스 지수가 각각 6.65점, 7.00점이 측정되었고, 유
의한 감소를 보인 실험처치 10분 후에는 위약군과 대조군
의 스트레스 지수가 각각 5.35점, 6.20점이 측정되어 위
약군은 0.3점 감소, 대조군은 0.8점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Healing Rhythm 시스템을 적용한 실험군은 실험처치 5
분후와 10분후가 각각 6.16점, 4.42점으로 측정되어
1.74점 감소하였고 가장 급격한 스트레스 감소폭을 보였
다. 실험처치 후 20분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지만 실험 종료 시점인 실험처치 후 30분까지 세 군간 가
장 낮은 스트레스 지수를 유지하여 Healing Rhythm 시
스템의 적용은 급성기 스트레스 상황 또는 일시적인 스트
레스원 노출 시 적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중재 완화 방법
으로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Healing Rhythm 시스템 적용이 뇌파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대알파 Fp1와 F3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에서 위약군 및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실험처치
후 30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뇌파에서 알파파의 활성
화는 지속적인 주의력과 인지적인 정보처리에 따른 집중
력의 향상을 의미하는데 Healing Rhythm 시스템의 적
용은 곧 학생이나 성인들의 집중력과 관련된 학습능력이
향상시키며 학업성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감상 활동이 뇌파 활성도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Lee et al., 2011)에서도 음
악감상이 알파파 활성화에 영향을 미쳐 뇌기능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재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과보고가
있으며 Healing Rhythm 시스템의 적용으로 인한 알파
파 활성화는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뇌파 측정은 반복측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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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분석으로 시점별 효과를 확인하기 보다는 외생변수를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효과 검증을 위해 실험처치 전과
후의 뇌파 측정을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Healing Rhythm 시스템 적용이 심박동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전도 기기를 통하여 심박동수
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에서 위약군 및 대조군과 비교하였
을 때 실험처치 후 15분과 20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Healing Rhythm 시스템의 초기 버전인
Healing Beat를 적용하여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활력
징후의 안정화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
(Bae, 2018)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며, 긴장이나 불안 등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었을 때 심박동수가 증가된 상태에서
스트레스원 노출 이전의 상황으로 유도하며 심박동수를
감소하고 활력징후 안정화에 즉시적인 효과가 입증되었음
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다만 실험처치 후 25분부터는 통
계적으로 세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종료
시점인 실험처치 후 30분에는 실험처치 전의 심박동수로
단계적인 환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신경계
의 반응으로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보상기전이 작용
하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Healing Rhythm 시스템 적용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NRS 숫자척도를 통해 불안점수를 확
인한 결과 실험군에서 위약군 및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실험처치 후 30분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객관적인 스
트레스 지수와 뇌파, 심박동수 외에도 대상자가 느끼는 주
관적인 변수를 NRS 숫자척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심
리적인 안정효과와 불안감소 효과를 확인하였다. 측정시
기는 실험처치 전, 스트레스원 제공 후, 실험처치 30분 후
총 3회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변수의 측정으로 뇌파와
HRV 측정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5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시점별 효과를 확인하기 보다는 실험처치가 종
료되는 시점인 실험처치 후 30분에만 측정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Healing Rhythm 시스템 적용을 하지 않은 위약
군과 대조군에서 스트레스원 제공 후 불안점수가 각각
7.47점, 7.00점이 측정되었고, 실험처치 30분 후에는 위
약군과 대조군의 불안점수가 3.71점, 5.40점이 측정되어
각각 3.76점, 1.60점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Healing
Rhythm 시스템을 적용한 실험군은 스트레스원 제공 후
와 실험처치 30분 후 불안점수가 각각 7.68점, 2.35점으
로 5.33점 감소하였다. 또한 반복측정 분산 분석 결과 집
단과 시간의 교호작용 또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
호시뮬레이션을 앞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청취를
하였을 때 불안 감소 및 완화 효과가 보고되었던 Gosselin
Kevin (2016)의 연구 결과와도 연관된 결과이다. 실습 시
험이나 시뮬레이션 평가 등이 많은 의료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에서는 실습이나 실기시험을 앞두고 긴장 상태나 불
안감이 상승하였을 때 Healing Rhythm 시스템의 적용
이 불안 완화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불안에
대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중재로서 매우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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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결과적으로 Healing Rhythm 시스템의 적용은 건강한
성인과 대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나
일시적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었을 때, 쉽고 간편하며 실생
활에서 즉시적 사용이 가능한 스트레스 완화를 유도하는
근거기반실무의 중재 방안으로 이용 및 적용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과 국민 의료비 절감 등에 기여하는데 기초자
료 및 초기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으로는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
문에 암산스트레스원, 운동스트레스원 등 단기적 스트레
스를 적용하였으나 코로나 블루 및 정신스트레스 등 만성
기 스트레스 같은 장기적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를 확인하
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강한 성인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질환 환자
군이나 코로나 격리환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Healing Rhythm 시스템의 효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후
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객관적 스트레스 및 심
박동수와 주관적 불안은 반복측정분산 분석으로 시점별
추적조사를 시행하였으나 뇌파 데이터 값의 경우 중재 전
과 후의 값만 비교하여 측정하였으므로, 향후에는 뇌파 데
이터 값도 시점별로 확인하여 반복측정분산 분석으로 최
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Healing Rhythm 시스템 적용
의 초기 연구로서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복측정분산 분석의 추적 시
간을 연장하여 30분 이후의 변화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뇌파와 혈액검사, 타액검사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종속변수를 추가하여 인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근거기반실무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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