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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음악 치료 전문가들로부터 수집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과 규칙을 수집하여 구성된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

하여 자동으로 우울증 환자를 위한 추천 음악 치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음악 치료 전문가들

로부터 수집한 수많은 음악 치료 프로그램 중 뇌파 측정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환자에게 

제공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안 시스템은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뇌파 측정을 입력 받아 분석

하여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선별하기 위해 인공 지능 기술들인 전문가 시스템

(Expert System) 기법에 기반 한 음악 치료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안한다.

키워드: 음악 치료 (Music Theraphy), 전문가 시스템(Expert Sytem), 뇌파(Brain wave) 

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은 주요한 자살 원인이자 사망 원인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대

표적인 방법은 약물 치료이나 단순한 약물 치료보다는 음악 치료

와 같은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다[1][2]. 음악 치료는 우울증 환자에게 간편

하면서도 효과적인 심리 치료로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환자의 성

별, 연령, 취향, 증상 등에 따라 개별적인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맞

는 맞춤형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처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현

재는 음악 치료사의 개인적인 역량과 경험에 의지해 음악 치료 프

로그램을 처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효과적인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처방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연구

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우울증 치료비용을 줄이고, 우울증

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연구이다.

II. 관련 연구

1. 관연 연구

1.1 뇌파 

뇌파(EGG)는 뇌의 세포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전기

적 신호를 말한다. 뇌파 측정을 통해 수천, 수억 개의 세포간의 동

시적으로 발생하는 뇌의 활동을 확인 할 수 있다. 뇌파의 종류를 

살펴보면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로 나누어져 있으며 서로 다른 주파

수를 가지고 있다[3]. 이와 같은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뇌파 측정을 

통해 인간의 현재 감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III. 본 론

1. 시스템 제안

그림 17. 우울증 환자를 위한 음악 추천 

시스템 흐름도

Fig 1. Block Diagram of EEG-based Music 

therapy Expert System for Depresse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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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흐름도 이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전문가로부터 특정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되

어있는 FACT나 DATA를 담고 있는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를 가지고 있으며, 추론 엔진(Inference Engine) 이 지식 베

이스를 검색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제공하여 준다. 사용

자는 사용자 레이어(User Layer)를 통해 전문가 시스템에게 문제

를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뇌파 측정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뇌파 입력은 알파파워 비대칭

성으로 이를 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시스템은 사용자의 뇌파가 시

스템이 제공하는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입력

받음으로써 음악 추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자에게 지

속적으로 갱신해 환자에게 제공해 주게 된다.

V. 결 론

우울증은 현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질병 중 하나이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 

음악 치료와 같은 심리 치료는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중

요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음악 치료는 음악 치료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며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비용 부담으로 많은 환자들이 활용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뇌파 측정과 전문가 시스템

으로 우울증 환자를 위한 음악 치료 시스템은 인공 지능 기술과 

뇌파 측정 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된 음악 치료 시스템을 제공함

으로써 치료비용을 낮추고 치료 효과를 높여 우울증 환자에게 낮

은 비용으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초적인 시스템 설계를 정의하였으나 실제 구현하기 위해

서는 음악 치료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식과 규칙을 

수집하여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고, 추론 엔진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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