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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수술 후 급성 통증은 수술환자의 마취 및 수술 관련 첫 번째의 

불만족 요인으로 수술환자의 60-80%가 수술 후 4시간 동안에 심한 

급성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3]. 수술 후 급성 통

증은 인체의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신경-내분비계 반응을 유도하

고 노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자극하여 미회복 상태의 심혈관계 기

능에 부담을 주거나 폐활량 및 기능적 잔기량을 감소시킨다[4]. 따

라서 수술 후 급성 통증의 적절한 관리는 수술 및 마취로부터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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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도와주어 수술 후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회복실 체류시간을 최소화시켜 의료비의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3,4] 수술 후 급성 통증에 대한 적절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마약성 진통제는 수술 후 급성 통증에 대한 효과가 우수하나 호

흡억제와 저혈압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3] 마약

성 진통제의 투여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요법은 비침

습적이고 적용이 간편하며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최근 마약성 

진통제와 음악요법의 병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5]. 음악

요법이란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하고 건강의 유지 및 향상에 음

악을 이용하는 것으로[6] 심장재활 환자는 물론 외과적 수술환자

의 수술 후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8]. 

음악 소리의 진동은 외이, 중이와 내이를 통해 내이신경으로 전

달된 후 시상 및 시상하부를 거쳐 인간의 정서와 감정에 관여하는 

대뇌 변연계의 편도체핵과 해마 등으로 전달되면서 정서적 이완과 

불안 완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9]. 또한 시상으로 들

어온 음악소리는 척수신경에서 통증완화에 관여하는 엔케팔린의 

분비를 유도하여 통증지각을 억제하며[10,11] 베타 엔돌핀의 분비

를 자극한다고 한다[12]. 음악소리의 대뇌 변연계 전달로 정서적 이

완, 불안 완화와 통증지각이 억제되면 카테콜라민의 분비가 저하되

면서 혈압 및 심박동수를 안정시키고 통증 완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설[9-12]하에 1990년대부터 음악요법이 수술 후 통증 완

화에 이용되기 시작했다[13]. 그러나 음악요법이 혈압 및 심박동수

를 안정시키고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도 

있지만[14,15] 혈압, 심박수, 호흡 및 통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보고한 경우도 있어[16] 음악요법의 통증 완화 효과가 다소 상

반되어 있다.  

회복실에서의 소음은 수술환자들에게 불편감의 요인이 되며 병

원에서의 소음 허용기준은 50 dB이나 기계알람, 전화 벨소리, 의료

진들의 말소리가 더해진 회복실의 소음은 60-70 dB로 높아진다

[9,17,18]. 소음은 인체의 강력한 스트레스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의 분비를 유도하여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고 수면을 방해하므로

[19,20] 회복실에서의 소음은 수술환자의 수술 및 마취로부터의 회

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회복실에서의 소음이 진통제 요

구량을 증가시키고 소음 차단은 수술 전후의 불안을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지만[17,20] 소음이 불안, 통증 및 진통제 사용량에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는 보고도 있어[21,22] 소음차단이 불안 및 통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다소 논란이 있다.   

음악요법과 소음차단은 비침습적이고 비용이 저렴하며 적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회복실에서의 중요한 간호중재로 활용 가치가 높

지만 몇 가지 점에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선행연구에서의 

불안, 혈압, 심박수 및 통증에 대한 음악요법 및 소음차단 효과가 상

반되어 있고, 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유사실험 연구설계로 이

루어 졌다는 점이다[14,15,23]. 또한 불안 및 통증에 대한 음악요법과 

소음차단 효과를 비교한 선행연구도 국내외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환자를 음

악요법군, 소음차단군과 대조군의 세 집단에 무작위 배정하여 회복

실에서의 활력징후, 수술 후 통증, 진통제 사용량, 회복실 체류 시간

과 회복실 만족도에 대한 음악요법과 소음차단요법의 효과를 비교

하여 회복실에서의 수술 후 급성 통증 관련 간호중재를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복강경 대장절제술을 받고 회복실로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활력징후, 수술 후 통증, 진통제 사용량, 회복실 체

류 시간과 만족도에 대한 음악요법과 소음차단효과 비교에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요법군, 소음차단군과 대조군 간의 활력징후를 비교한다.

2) 음악요법군, 소음차단군과 대조군 간의 수술 후 통증 및  진통

제 사용량을 비교한다.

3) 음악요법군, 소음차단군과 대조군 간의 회복실 체류시간 및 회

복실 만족도를 비교한다.

3. 용어 정의

1) 음악요법

음악요법은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음악을 사용하는 것으로[9] 본 연구에서는 음악청취에 대한 선호

도 질문에 음악청취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한 연구대상자에게 가

요, 팝송, 클래식, 찬송가, 불경의 5개 음악 중 선호하는 음악을 선택

하게 한 후 수술종료 후 회복실 입실부터 퇴실할 때까지 헤드폰

(QuietComfort 15, Bose, Boston, MA, USA)을 이용하여 수술 전에 선

택한 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2) 소음차단

 환경적 소음을 차단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회복실 입실부

터 퇴실할 때까지 음악요법에 사용하였던 헤드폰과 동일한 헤드폰

을 이용하여 회복실의 환경적 소음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

음차단에 이용한 헤드폰은 소음의 20-25 dB 정도를 차단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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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후 통증

수술 후 통증이란 수술 관련 조직 손상에 의한 급성 통증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술종료 후 회복실에 입실하여 병실로 전실되기 전 

회복실에서 경험하는 통증으로 10점 척도의 숫자평정척도로 측정

한 통증점수를 의미한다. 

4) 회복실 만족도

회복실 체류 동안에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회복실에 대한 만족 

정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회복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감, 회복실에

서의 불안감 및 긴장감, 회복실 환경에 대한 만족감의 3개 문항을 

각각 10점 숫자평정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24] 3개 문항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활력징후, 수술 후 통증, 진통제 사용량, 회복실 체류 

시간과 회복실 만족도에 대한 음악요법과 소음차단요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컴퓨터 무작위화로 음악요법군, 소음

차단군과 대조군의 세 집단에 배정한 무작위화 임상실험연구이다

(Figure 1).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555병상의 N 병원에서 2012년 2월 13

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신마취하에 복강경 대장절제술을 받고 회

복실로 입실한 환자 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전 컴퓨터 무작위화법으로 연구대상자를 수술 스케줄 순서에 따

라 대조군, 음악요법군과 소음차단군의 3집단에 미리 배정하였다. 

표본 수 산정은 Taylor 등[22]의 연구를 토대로 통증에 대한 음악요

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5.82 ± 1.62), 소음차단군의 평균과 표준편

차(5.82 ± 1.89), 대조군의 평균과 표준편차(6.48± 1.70)를 토대로 효과

크기를 .40으로 추정하였다. G-power를 이용하여 효과크기를 .31, 

유의수준을 .05, 검정력을 80%로 정하여 추정한 표본 크기는 집단

당 최소 22명이며 전체 66명으로 계산되었다.

음악요법군 배정자 25명 중 2명, 소음차단군 배정자 26명 중 3명, 

그리고 대조군 25명 중 2명이  수술 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거나 회

복실 만족도를 기억할 수 없다고 하여 연구대상자에서 탈락되었으

나 회복실 입실후 헤드폰 착용을 거부한 환자는 전혀 없었다(Fig-

ure 2). 연구대상자 76명중 7명이 탈락하고 69명이 자료수집에 참여

하여 자료수집률은 90.8%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5-75세의 성인 환자로 평소 음악을 좋아하는 것으로 응답한 자

2)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3) 전신마취하에 복강경 대장절제술을 받은 자

4) 기저질환이 없는 American Society Anesthesiologist (ASA) 신체

등급 Ⅰ 또는 Ⅱ에 속하는 자

ASA 신체등급 I은 전신질환이 없고 수술부위가 국한되어 있는 

건강한 환자이며, II는 경도 또는 중등도의 전신질환을 동반하고 있

으나 질병상태가 조절되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5) 청각장애가 없으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6) 수술 후 자가통증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으로 

통증관리를 받은 자  

그러나 심장질환자, 정신질환자와 응급환자를 제외시켰다.  

3. 연구 도구

1) 활력징후

회복실에서의 수축기혈압, 심박동수, 호흡수는 환자감시장치(Mod-

el 88s, Hewlett Packard, Wallingford, CT,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Group Preoperative Treatment
Postoperative 

1 2 3 4 5

E1 HR
SBP

Headphone with music HR 
SBP 

HR
SBP

Satisfaction with PACU  

E2 RR
Pain

Noise blocking RR
Postop pain

RR
Postop pain 

  

C   No treatment Analgesics

E1 = Music intervention group; E2 = Noise blocking group; C = Control group; PACU = Post anesthesia care unit; Post 1 = Before operation (ward); Post 2 = Right after 
admission at PACU; Post 3 = 15 minutes after admission at PACU; Post 4 = 30 minutes after admission at PACU; Post 5 = After transfering to ward; HR = Heart rate;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RR = Respiration rate; Postop = Postoperative.

Figure 1.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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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후 통증

(1) 통증 정도

 통증은 10점 척도의 숫자평정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왼쪽 끝에 0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9, 오른쪽 끝에 10 (매

우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이라고 적혀 있는 카드에서 0-10 중의 숫

자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2) 진통제 사용량

 수술종료 직후부터 회복실 퇴실 시까지 자가통증조절장치

(IPX1, Hospira, Lake Forest, USA)를 통해 투여된 PCA 혼합액의 총량

을 의미한다. PCA 혼합액은 Fentanyl 1,000 μg, Morphine 40 mg을 생

리식염수에 혼합하여 100 mL로 한 후 초기 부하용량은 3 mL, 지속

주입용량은 1 mL/hr, 일회주입용량은 0.5 mL이며 폐쇄간격은 10분

으로 설정하였다. 

3) 회복실 만족도

Cruise 등[24]이 개발한 7문항의 도구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3개 문항으로 수정하고 번역한 후, 성인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얻어 완성하였으며 본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15로 나타났다. 

4. 실험처치 

음악요법군에게는 수술종료 후 회복실 입실부터 퇴실할 때까지 

헤드폰을 이용하여 수술 전에 선택한 음악을 들려주었으며, 소음

PACU = Post aneathesia care unit; ICU = Intensive care unit.

78 patients with laparoscopic colectomy 
under general anesthesia

Patient exclusion (n = 2)
due to dislike of music

Convenient sample of 76 eligible patients

Allocation by computer randomization

Experimental group I (n = 25) Experimental group II (n = 26) Control group (n = 25)

Music intervention Noise blocking intervention No intervention

23 patients analyzed 23 patients analyzed 23 patients analyzed

Patient exclusion (n = 2)
due to
ICU admission (n = 1)
not to recall PACU (n = 1)

Patient exclusion (n = 3)
due to
Delium in PACU (n = 1)
ICU admission (n = 1)
not to recall PACU (n = 1)

Patient exclusion (n = 2)
due to 
ICU admission (n = 2)

Figure 2. Flow diagram of the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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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군에게는 회복실 입실부터 퇴실할 때까지 음악요법군에게 사

용한 동일한 헤드폰을 착용시켜 회복실의 환경적 소음을 차단하였

고, 대조군에는 아무런 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본 연구자와 10년

차 이상의 회복실 책임간호사 2인이 음악요법과 소음차단을 제공

하였고, 5년차 이상의 회복실 간호사 4인이 활력징후, 수술 후 통증, 

진통제 사용량, 회복실 체류 시간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

수집을 하는 간호사는 처치제공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연구대상자

들이 음악요법군 또는 소음차단군 중의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알

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자료 수집 

1) 본 연구가 이루어진 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 승인(IRB No: 

NCCNCS -11-549)을 받았다.

2) 수술 전날 수술예정 환자를 방문하여 음악청취에 대한 선호 

여부를 질문하고 음악청취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환자를 예비 연

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예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연

구대상자는 음악요법군, 소음차단군 또는 대조군 중의 어느 한 군

에 배정되며 대조군에 배정되면 음악요법 또는 소음차단요법을 받

지 못하게 됨을 설명하였고 연구대상자로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받고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로 

참여 도중 언제든지 자유의사로 연구 참여에 대한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4)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연구대상자에게는 통증 숫자평정척도에 

대해 설명하고 통증을 측정하였으며, 가요, 팝송, 클래식, 찬송가, 불

경의 5개 종류 중 선호하는 음악을 선택하게 하였다.

5) 수술당일 병동에서 수술실로 이동하기 직전 심박동수, 혈압과 

호흡수를 측정하였다.

6) 연구대상자가 수술 및 마취 종료 후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입

실하면 음악요법군 또는 소음차단군에게 해당되는 각각의 실험처

치를 하였으며 대조군에는 아무런 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7) 수술 및 마취 종료 후 회복실로 입실직후, 회복실 입실 15분 후, 

회복실 입실 30분 후, 회복실 퇴실 직전에 심박동수, 혈압과 호흡수

를 측정하였다. 회복실 퇴실 직전에 자가통증장치의 진통제 총 사

용량을 측정하였다. 

8) 수술 후 2일에 연구대상자를 방문하여 회복실 만족도를 조사

하였다.

6. 자료 분석 

SPSS 19.0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자료분석에 이용한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리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은 one-

way ANOVA test와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였다.

2) 대조군, 음악요법군과 소음차단군 간의 혈압, 심박동수, 호흡수

의 차이는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였고 집단 간 다중비

교는 Scheffe, 시점 간 다중비교는 Bonferroni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3) 대조군, 음악요법군과 소음차단군 간의 통증 정도, 진통제 사

용량과 회복실 체류시간은 one-way ANOVA test로 분석하였고 집

단 간 사후분석은 Scheffe 다중비교분석법을 이용하였다.

4) 대조군, 음악요법군과 소음차단군 간의 회복실 만족도는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 다중비교는 Mann-

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리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리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은 Table 1과 같다. 음악요법군, 소음차단군, 대조군 간의 연령, 성별, 

직업, 결혼상태, 교육 정도, 종교, 선호음악, 과거력, 수술경험, 수술명 

및 수술소요시간에 대한 동질성 검증에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으며, 체질량지수, 수술 전 심박동수, 수축기 혈압, 호흡 및 

통증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심박동수, 수축기 혈압, 호흡수

음악요법군, 소음차단군, 대조군 간의 심박동수는 차이가 없으나

(p = .551) 수술 전, 회복실 입실 시, 회복실 입실 15분후, 회복실 입실 

30분 후, 회복실 퇴실 시점에서 반복 측정한 심박동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p < .001) 나타났다. 시점 간 Bonferro-

ni 다중비교 결과 심박동수는 수술 전과 비교하여 회복실 입실 시

에 현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한편 음악요법군, 소

음차단군과 대조군 간의 수술 전부터 회복실 퇴실까지 5회 반복 측

정한 심박동수의 변화 양상은 차이가 없어 교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769). 

음악요법군, 소음차단군, 대조군 간의 수축기 혈압에는 차이가 

없으나(p = .125) 수술 전, 회복실 입실 시, 회복실 입실 15분 후, 회복

실 입실 30분 후, 회복실 퇴실 시점에서 반복측정한 수축기 혈압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시점 간 Bonferroni 

다중비교 결과 수축기 혈압은 수술 전과 비교하여 회복실 입실 시

( p < .001), 회복실 입실 15분 후( p < .001)와 회복실 입실 30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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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에 현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악요법군, 소

음차단군과 대조군 간의 수술 전부터 회복실 퇴실까지의 5회 반복 

측정한 심박동수의 변화 양상은 차이가 없어 교호작용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677).

음악요법군, 소음차단군, 대조군 간의 호흡수는 차이가 없으나

(p = .333) 수술 전, 회복실 입실 시, 회복실 입실 15분 후, 회복실 입

실 30분 후, 회복실 퇴실 시점에서 반복측정한 호흡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시점 간 Bonferroni 다중비

교 결과 호흡수는 수술 전과 비교하여 회복실 입실 시(p < .05), 회복

실 입실 15분 후(p < .001), 회복실 입실 30분 후(p < .001) 및 회복실 

퇴실 시에(p < .0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악요법군, 소

음차단군, 대조군 간의 수술 전부터 회복실 퇴실까지의 5회 반복 측

정한 호흡수의 변화양상에는 차이가 없어 교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185) (Table 2).  

3. 통증, 진통제 사용량, 회복실 체류시간 및 회복실 만족도

음악요법군, 소음차단군, 대조군 간의 수술 전 통증은 차이가 없

으나( p = .352) 회복실 퇴실 시의 통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p = .008)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비교 결과 음악요법군과 대조군의 

수술 후 통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p < .05) 소음차

단군과 대조군의 수술 후 통증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또한 회복실 퇴실 시에 측정한 진통제 사용량은 음악요법군이 9.14 

mL, 소음차단군이 9.49 mL, 그리고 대조군은 11.14 mL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30). 다중비교 결과 음악요

법군과 대조군 간의 진통제 사용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p < .05) 

소음차단군과 대조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요법군, 소음차단군, 대조군 간의 회복실 체류시간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21). 다중비교 결과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Demographic and Physiologic Characteristics (N = 69) 

Variables Category
E1 (n = 23) E2 (n = 23) C (n = 23)

F or H p
Mean ± SD or n (%)

Age (year)   60.9 ± 12.04 59.5 ± 12.11 60.6 ± 9.32 0.10 .901
Gender Male

Female
13 (56.5)
10 (43.5)

15 (65.2)
8 (34.8)

10  (43.5)
13  (56.5)

2.19 .334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23 (100.0)
0 (0.0)

22 (95.7)
1 (4.3)

23  (100.0)
0  (0.0)

2.00 .368

Employment
  

Yes
No

19 (82.6)
4 (17.4)

15 (65.2)
8 (34.8)

16  (69.6)
7  (30.4)

1.86 .394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4 (60.9)
5 (21.7)
4 (17.4)

13 (56.5)
6 (26.1)
4 (17.4)

12  (52.2)
7  (30.4)
4  (17.4)

0.22 .896

Religion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None

8 (34.8)
2 (8.7)

13 (56.5)

3 (13.0)
4 (17.4)

16 (69.6)

8  (34.8)
7  (30.4)
8  (34.8)

5.19 .075

BMI (kg/m²) 20
21-25
26-30
31-37

3 (13.0)
13 (56.5)

4 (17.5)
3 (13.0)

1 (4.4)
13 (56.5)

9 (39.1)
0 (0.0)

3 (13.0)
12 (52.2)

6 (26.1)
2 (8.7)

0.31 .855

Heart rate (bpm)   70.2 ± 11.21 69.4 ± 10.04 71.0 ± 12.23 0.12 .899
SBP (mmHg)   125.5 ± 11.83 122.6 ± 13.41 123.2 ± 16.03 0.29 .748
Respiration rate (per/min)   18.7 ± 1.03 19.2 ± 1.00 18.7 ± 0.97 2.28 .111
NRS pain   0.09 ± 0.42 0.00 ± 0.00 0.22 ± 0.74 1.16 .321
Type of operation AR

LAR, ULAR
Colectomy

10 (43.5)
8 (34.8)
5 (21.7)

8 (34.8)
9 (39.1)
6 (26.1)

9 (39.1)
9 (39.1)
5 (21.8)

0.35 .841

Prior history of operation Yes
No

14 (60.9)
9 (39.1)

11 (47.8)
12 (52.2)

8 (34.8)
15 (65.2)

3.09 .213

Duration of operation (minute) 188.7 ± 55.72 170.4 ± 52.14 191.1 ± 64.03 0.89 .416
Type of music Popular, Korean popular, 

 Classic 
15 (65.2) 19 (82.6) 18 (78.3) 2.00 .368

Hymn, Buddhist classics 8 (34.8) 4 (17.4) 5 (21.7)

E1 = Music therapy group; E2 = Noise blocking group; C = Control group; BMI = Body mass index; NRS = Numeric rating scale; H = Kruskal-Wallis test; AR = Anterior 
resection; LAR = Low anterior resection; ULAR = Ultralow anterior resection;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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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요법군과 대조군 간의 회복실 체류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p < .05) 소음차단군과 대조군 간의 회복실 체류시간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요법은 

회복실 체류시간을 감소시키지만 소음차단은 회복실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요법군, 소음차단군과 대조군 간의 회복실 만족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집단 간 다중

비교 결과 음악요법군과 대조군의 회복실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으며(p < .001), 소음차단군과 대조군 간에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p < .01) 나타났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음악요법과 소음차단요법이 활력징후, 수술 후 통증 

및 회복실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여 회복실에서의 수술 

후 통증에 대한 근거중심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음악요법이 수술 후 회복실에 입실한 환자의 심박동수, 수축기 

혈압과 호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몇몇 선행연구[5,16,25]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You 등

[26]은 음악요법이 호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수축기 혈압

과 심박동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

소 상이하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 간에 음악요법이 활력징후에 미

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현상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You 등[26]은 연구대상자를 근이완제 또는 진통

제를 투약하지 않은 자로 제한한 반면 Kim과 Jun [16], Ebneshahidi

와 Mohseni [5], Özer 등[25]과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는 수술종

료 직후 회복실로 입실한 수술환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Table 2. Heart Rate, Systolic Blood Pressure, Respiration Rate     (N = 69)

Variables Time
E1 (n = 23) E2 (n = 23) C (n = 23)

Source F p
Mean ± SD Mean ± SD Mean ± SD 

Heart rate (bpm)
  
  
  
  

T1
T2*,† 

T3
T4
T5

70.2 ± 11.21
78.0 ± 12.28
73.5 ± 11.60
73.1 ± 13.48
76.9 ± 12.73

69.4 ± 10.00
73.6 ± 11.19
70.9 ± 10.81
71.3 ± 10.26
72.6 ± 10.31

71.0 ± 12.21
75.4 ± 11.85
70.4 ± 9.89
70.1 ± 9.80
72.6 ± 10.68

Group
Time
G*T

0.60
10.53

0.60

.551
< .001

.769

SBP (mmHg)
  
  
  
  

T1
T2*,†

T3*,†

T4*,† 
T5

125.5 ± 11.81
141.8 ± 14.46
136.5 ± 12.38
135.6 ± 11.70
130.4 ± 11.05

122.6 ± 13.43
144.0 ± 19.83
138.4 ± 13.99
135.7 ± 15.20
131.4 ± 12.42

123.2 ± 16.04
136.0 ± 23.49
128.4 ± 20.95
126.0 ± 18.60
124.5 ± 16.31

Group
Time
G*T

2.15
10.69

0.72

.125
< .001

.677

RR (per minute)
  
  
  
  

T1
T2*,†

T3*,†

T4*,†

T5*,†

18.7 ± 1.03
17.0 ± 4.29
15.7 ± 4.14
14.6 ± 3.40
14.7 ± 3.53

19.2 ± 1.00
15.9 ± 2.80
17.0 ± 3.10
14.9 ± 2.63
14.7 ± 2.40

18.7 ± 0.97
18.7 ± 4.72
16.5 ± 3.50
15.7 ± 3.70
15.4 ± 3.45

Group
Time
G*T

1.12
27.54

1.44

.333
< .001

.185

*p< .001; †comparison of between T1 and each time in each group. E1 = Music intervention group; E2 = Noise blocking group; C = Control group; PACU =  Post 
anesthesia care unit;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RR = Respiration rate; T1 = Before operation (ward); T2 = Right after admission at PACU; T3 = 15 minutes after 
admission at PACU; T4 = 30 minutes after admission at PACU; T5 = After transfering to ward.      

Table 3. Pain, Analgesic Dosage and Length of Stay at PACU (N = 69)

Variables

Preoperative At discharge from PACU

F or H pE1 (n = 23) E2 (n = 23) C (n = 23) E1 (n = 23) E2 (n = 23) C (n = 23)

Mean ± SD or Median (min-max) Mean ± SD or Median (min-max)

Postoperative pain (score) 0.09 ± 0.42
0 (0-2)

0.00 ± 0.00
0 (0-0)

0.22 ± 0.70
0 (0-3)

6.35 ± 1.92*,§,¶

6 (3-10)
5.57 ± 1.95*,§,¶

5 (1-9)
7.74 ± 2.07

8 (2-10)
9.65 .008

Amount of analgesics (mL) 9.14 ± 2.92*,‖,¶ 9.49 ± 2.81 11.14 ± 2.17 3.71 .030
Length of stay at PACU (minute) 46.96 ± 10.31*,§,¶ 54.57 ± 13.22 57.17 ± 13.89 4.10 .021
Satisfaction with PACU       28.81 ± 1.50‡,§,¶ 28.43 ± 1.44†, §, ¶ 20.51 ± 6.43 34.91 < .001

*p< .05; †p< .01; ‡p< .001; §Mann-Whitney U test; ‖Scheffe test; ¶Comparison between each and C group. H = Kruskal- Wallis test; PACU = Post anesthesia care unit; 
E1 = Music therapy group; E2 = Noise blocking group; C = Control group.   



 서은주·윤혜상322

http://dx.doi.org/10.7586/jkbns.2015.17.4.315www.bionursingjournal.or.kr

음악요법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카테콜라민의 분비를 감소시키

고 혈압 및 심박동수를 저하시키지만[12-25] 교감신경계 작용 약물, 

근이완제와 마취제의 심순환계 기능에 대한 영향과 비교하면 그 

효과는 다소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수술종료 직후 회복실로 

입실한 수술환자는 마취 중 투여된 근이완제와 마취제가 체내에 

잔류하고 있어 심순환계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음악요법에 의

한 효과는 은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요법이 회복실에서의 수술 후 급성 통증의 완화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Ebneshahidi와 Mohseni [5], Özer 

등[25]과 Son 등[2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음악요법이 

진통제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Tse 

등[14], Ebneshahidi와 Mohseni [5], Kim 등[2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

하다. 음악요법이 통증완화에 미치는 영향은 음악요법이 엔돌핀의 

분비를 증가시켜 아편진통제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정

서적 이완을 유도하며, 정서적 이완은 척수후각에서 대뇌로의 통증 

전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설에 의해[10-12] 지지되고 있다. 

한편 Shertzer와 Keck [9]은 음악요법이 통증완화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어 있다. 이러

한 현상은 Shertzer와 Keck [9]은 환자 개개인에게 선호하는 음악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연구자들이 준비한 모차르트 음악을 들

려주었다는 점에서 음악요법이 오히려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었으

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없는 환자

에게 제공한 음악요법은 오히려 소음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

문이다. 개인에 따라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며, 선호하는 음악

의 종류도 다양해질 수 있는데 들려준 음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일 때 음악요법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29]. 따라서 간호중재

로서 음악요법을 제공할 때 음악을 선호하는 간호대상자에게 간호

대상자가 선호하는 종류의 음악을 제공할 때 비로서 음악요법의 효

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음악요법이 회복실 체류시간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Son 등[27]의 연구결과

와도 유사하다. 음악요법이 엔돌핀 분비를 증가시켜[12] 아편진통제

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마약성 진통제 투여량을 감소시키

고 마취종료 후의 의식회복을 도와주므로[16] 회복실 체류시간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소음차단요법은 음악요법과 거의 유사하게 통증완

화 효과가 있으나 PCA 진통제 사용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실에서 소음차단이 통증과  

진통제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한 Tayor 등[22]과 

소음차단이 통증 완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Tsivian 등[21]

의 연구결과 와도 유사하다. 음악요법이 엔돌핀 분비를 증가시켜 아

편진통제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며, 정서적 이완을 유도하므로

[10-12] 단순한 소음차단으로 통증 완화 및 진통제 사용량을 감소시

키는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음악요법과 소음차단요법이 각각 수술환자의 회복실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Shertzer와 Keck [9], Par-

lar Kilic 등[15], You 등[30]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소음차

단이 통증완화 또는 진통제 투여량 감소와 같은 효과가 있지는 못

하지만 소음차단 자체만으로도 응급실 또는 회복실에 체류하는 동

안 정서적 편안감을 제공하고 소음으로 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차단

하여 불편감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가 연구대상자를 무작위 배정한 무작위화 임상실험 연구

이며 음악요법과 소음차단이 수술 후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술 및 마취과정 중 환자 상태에 따라 투여될 수 있는 약물을 통제

하지 못하였으며, 둘째, 수술환자의 의료기계 사용에 따른 개개인의 

소음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음차단 헤드폰이 회복

실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음악요법과 소음차단요법은 심박동수, 수축기 

혈압, 그리고 호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회복실 만족도를 높

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요법은 수술 후 통증 완화, 진통

제 사용량의 감소, 회복실 체류시간의 단축과 회복실 만족도를 높

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소음차단요법은 수술 후 통증완화와 회복

실 만족도를 높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복실에서는 

음악을 좋아하는 수술환자에게 선호하는 종류의 음악을 제공하

고,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수술환자에게는 단순하게 소음을 차단

시켜주는 개별적 간호중재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후 음

악요법과 소음차단요법 간에 체류 시간대비 진통제 사용량을 비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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