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용어 음악요법 불안 만족도 혈압 맥박: , , , ,

서 론I.

연구의 필요성1.

음악은 사람의 뇌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생리

적 변화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는 인간

의 감정 내분비 순환 호흡 혈압 기분에 영향을 직접, , , , ,

미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므로 정신적 감정적 그리,

고 신체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

해 이용될 수도 있다 평온한 음악은 카테(Choi, 1999).

콜라민치를 저하시켜 심박동수 혈압 혈중 지방산을, ,

감소시키므로 편두통 고혈압 관상동맥성 질환 등의, ,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음악을 들음으로 인(Cook, 1986).

해 오른쪽 대뇌반구에서 지각된 심미적 기쁨이 뇌하수

체에 작용해 엔돌핀을 분비시키는 한편 맥박 혈압 유, ,

리지방산을 감소시킨다(Brody, 1984).

음악선호도에 따른 음악요법이 여대생의 생리적,
심리적 변수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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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요법이란 치료 목적을 달성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음악을 이용하,

는 것으로서 경제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효과적인 중재

이다 또 요즘에는 음악요(Kemper & Danhauer, 2005).

법이 임상에서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법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음악이란 개인적이고(Chlan & Tracy, 1999).

친밀성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는

음악을 치료적으로 사용할 때 중요하다 따라서 음악.

요법이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음악의 선곡에

있어서 개인적 친숙함과 선호도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

문에 실무에 활용할 때는 이 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

(Stevens, 1990).

음악을 간호중재로 한 국내 연구는 년에 처음1983

시작된 이래 년 까지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2005

으며 중재방법으로는 감상을 수행한 연구가 로74.5%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음악 선곡에서 연구자가 선택한.

음악 과 대상자의 선호도에 따라 편집한 음악(51.2%)

의 비율이 비슷하여 음악의 선곡이나 수행방법(48.8%)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리.

고 대다수의 논문에서 음악선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중에 나와(Hong, 2005).

있는 다양한 종류의 태교 명상 클래식 이완 음악들, , ,

이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연구자가 광범위하게

음악요법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중재 시 이러한

음악들이 대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

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신의 선호도에 의해 들려지는 음악은 혈압을 낮춰

주고 맥박을 감소시켜 주며(Kwun & Kim, 2000)

혈당을 낮춰준다(Jeong, 1997; Shin & Yi, 2005) (Park

또 불안을 감소시켜주는데& Park, 2000). (Son & Kim,

이는 음악이 뇌의 변연계 에 작용2006) (Limbic system)

하여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취향과 다른 음악은 소음과 같은역할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소음은 망상활성체를 자극하여 지속적으로 교감신경

계를 각성시키므로 흥분상태에 도달하게 한다(Choi,

그러므로 같은 음악이라도 잘못 선택할 경우에1999).

부정적인 신체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선호

도에 따른 음악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마다 특별

한 기준 없이 선곡을 다르게 해 온 음악요법을 다양한

선호도의 음악을 통해 생리적 심리적 효과를 규명함,

으로써 간호중재방법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2.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선호도에 따른

음악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좋아하는음악이생리적 심리적변수에미치는효,∙

과를 검증한다.

싫어하는음악이생리적 심리적변수에미치는효,∙

과를 검증한다.

연구가설3.

본 연구목적에 따라다음과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음악선호도에 따른 음악요법은 대상자의 시

행 전후 혈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가설 좋아하는 음악은 수축기 혈압을 감소- 1-1:

시킬 것이다.

부가설 좋아하는 음악은 이완기 혈압을 감소- 1-2:

시킬 것이다.

부가설 싫어하는 음악은 수축기 혈압을 상승- 1-3:

시킬 것이다.

부가설 싫어하는 음악은 이완기 혈압을 상승- 1-4:

시킬 것이다.

∙ 가설 2: 음악선호도에 따른 음악요법은 대상자의 시

행 전후 맥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가설 좋아하는 음악은 맥박을 감소시킬 것- 2-1:

이다.

부가설 싫어하는 음악은 맥박을 증가시킬 것- 2-2:

이다.

∙ 가설 3: 음악선호도에 따른 음악요법은 대상자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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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전후 혈당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가설 좋아하는 음악은 혈당을 감소시킬 것- 3-1:

이다.

부가설 싫어하는 음악은 혈당을 상승시킬 것- 3-2:

이다.

∙ 가설 4: 음악선호도에 따른 음악요법은 대상자의 시

행 전후 상태불안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가설 좋아하는 음악은 상태불안을 감소시- 4-1:

킬 것이다.

부가설 싫어하는 음악은 상태불안을 증가시- 4-2:

킬 것이다.

∙ 가설 5: 음악선호도에따른청취만족도는차이가있

을 것이다.

연구방법II.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유사 실험연구로 음악선호도에 따라 좋아

하는 음악과 싫어하는 음악을 이용한 음악요법이 여대

생들의 혈압 맥박 혈당 불안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 , ,

를 검증하기 위한 역처치 비동등성 실험군 전 ․후 설계

이다(Fig. 1).

연구대상2.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2007 9 15 2007 11 15

까지 충북 소재 대학여대생 중 심장질환이나 당뇨병K

이 없으며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하기로 동의

한 명을 예비 실험대상자로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75 .

대상자들에게는 미리 준비한 선물을 보상으로 제공하

였다 이들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싫어하는 음악 장.

르를 선정하였는데 클래식 국악 힙합 헤비메탈 고전, , , ,

팝송등의 여러 장르의 음악중 가장많은 수가 대답한

헤비메탈이 선정되었다 응답자 중 헤비메탈 음악을.

싫어하는 학생 명을 본 연구를 위한 실험대상자로40

최종적으로 선발하였다.

선발된 대상자들에게 음악을 들으러 오는 순서대로

교대로 좋아하는 음악에 명 싫어하는 음악에 명20 , 20

씩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이는 의 공식에 의해. Cohen

그룹 수(u = 유의수준1), ⍺ = 효과크기 에서 검.05, .50

정력 에 합당한 표본 수가 한 집단에 명이므로80% 17

본 연구에서 탈락자를 고려해 각 집단에 명 씩 배정20

한 것이며 연구 진행 도중 좋아하는 음악 집단에서 1

명 싫어하는 음악집단에서 명이 탈락하여 최종 분석, 3

대상자는 명 명으로 총 명 이었다 탈락이유는19 , 17 36 .

침습적인 혈당측정을 두려워하거나 바쁜 이유로 실험

에 참여하기 거절한 경우이다.

연구도구3.

중재도구1)

음악요법- (Music Therapy)

음악요법은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사람

의 신체와 정신기능을 향상시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

게 하는 음악의 전문분야이며 음악 감상 악기 연주, ,

Groups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Experimental A EA1 X1 EA2

Experimental B EB1 X2 EB2

EA1, EB1: general characteristics,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pulse rate, blood glucose, trait anxiety, state anxiety

X1: favorite music therapy

X2: unfavorite music therapy

EA2, EB2: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pulse rate, blood glucose, state anxiety,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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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Choi, 1999).

본 연구에서 좋아하는 음악선곡은 연구자가 미리 준

비한 여곡의 음악 중에서 대상자가 직접 곡의2, 000 6-7

음악을 선택하게 한 후 이것을 컴퓨터를 이용해, MP3

플레이어에 저장해서 듣게 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대.

상자들이 선정한 좋아하는 음악의 분야는 발라드나 댄

스 곡 위주의 한국 대중가요가 대부분이었다.

싫어하는 음악인 헤비메탈 음악은 연구자가 음악전

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입한 음악 를 분 분량으로CD 20

미리 편집해서 듣기 쉽게 플레이어에 저장해 놓MP3

았는데 대표적인 헤비메탈 그룹인 Linkin Park, Black

등의 곡을 사용하였다Sabbath, Metallica, Helloween .

청취시간은 선행연구(Jeong, 1997; Kim, 1989; Son

에근거해 쉽게 권태감을 느끼지않고 효& Kim, 2006)

과를 보기에 적합한 분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들은 편20

안한 자세로 앉아서 소리 조절이 가능한 헤드폰을 착

용하여 청취하도록 하였다 만일 대상자가 싫어하는.

음악을 듣다가 계속듣기가 싫을 때는 언제든지 철회해

도 됨을 설명하였다.

측정도구2)

생리적 변수-

혈압 맥박 상박형 전자혈압계 세인 한, : (SE-6400, ,․

국를 이용하여 상완동맥에서 음악을 듣기 전에 대상)

자의 수축기 혈압과 과 이완기 혈압 맥(mmHg) (mmHg),

박회 을 측정한 후 다시 음악 청취를 마친 후 재( /min)

측정하였다.

혈당 휴대용 혈당측정기: (Super Glucocard II, KDK,․

일본를 이용하여 번 번째 손가락 끝에서 측정하) 2 , 4

였다.

심리적 변수-

불안 상태불안은 특정 순간에 개인이 경험하는 주:․

관적인 긴장감이나 신경과민 등이 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을 말하며 기질불안은 불안 경향이 비교적 변하,

지 않고 영구적이며 개인차를 지닌 획득된 성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 개발한 상태기질불안척Spielberger -

도 를 과(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Kim Shin(1978)

이 한국인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표준화한 도구를 사

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단계 평정척도로서 상태불안, 4

은 긍정적 문항 개와 부정적인 문항 개로 이루어10 10

졌으며 기질불안은 긍정적인 문항 개와 부정적인 문7

항 개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마다 긍정적인 질문은13 .

전혀 그렇지 않다 점에서 대단히 그렇다 점을 주‘ ’ 4 ‘ ’ 1

게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배정

하여 최고 점에서 최하 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점80 20

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과 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상Kim Shin(1978)

태불안의 Cronbach's =⍺ 기질불안은 로 나타났.86, .87

다 본 연구에서 상태불안은. =⍺ 기질불안은.87, =⍺

이었다.67 .

청취 만족도-

음악을 들은 후 만족도 측정은 시각적상사척도

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

는 의 로 은 매우 불만 은 매우 만족0-10Cm scale 0 , 10

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연구절차4.

본 연구는 연구자가 사전 선정 작업을 통해 선발된

대상자를 좋아하는 음악 싫어하는 음악 집단에 무작,

위로 할당하였다 실험처치 전에 사전조사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불안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음악을 청취하기

전에 혈압 맥박 혈당을 측정하였다 그 후 연구자가, , .

각 집단에 맞게 편집된 음악을 플레이어와 헤드MP3

폰을 이용하여 분간 들려준 후 사후조사로 불안 혈20 ,

압 맥박 혈당을 재측정한 후 청취만족도를 측정하였, ,

다 실험은 학생들의 수업이 끝난 후 시에서 시 사이. 4 6

에 조용한 방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진행하

였다.

자료분석방법5.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하여 통계 프로그램인 SPSS/

프로그램을이용하였는데자료들이정규분포WIN 10.0

를 이루지 않아 비모수 통계법을 이용하였다 불안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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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뢰도는 로검정하였고 두집단 간의Cronbach's ,⍺

동질성은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실험Mann-Whitney U .

전후 생리적 심리적 변수는 검- , Wilcoxon Signed rank

정으로 분석하였고 청취만족도는 검Mann-Whitney U

정으로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 로 하였다.05 .

연구의 제한점6.

본 연구는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의 식이 패턴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기질불안 신뢰.

도가 낮았고 싫어하는 음악 선정 시 음악장르는 대,

상자가 선택했으나 선곡은 연구자가 사전에 분류된

음악을 사용하였으므로 일반화시키는데 신중을 기해

야겠다.

연구결과III.

동질성 검증1.

연령과 음악을 듣는 시간은 싫어하는 집단이 높았

고 나머지 혈압 맥박 혈당 불안은 모두 좋아하는 음, , ,

악집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가설검증2.

각 집단의 실험 전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Table 2).

∙ 가설 1: 음악선호도에 따른 음악요법은 대상자의 시

행 전후 혈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가설 좋아하는 음악은 수축기 혈압을 감소- 1-1:

시킬 것이다. 수축기 혈압은 114.68 ± 12.42mmHg

에서 109.37 ± 10.9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mmHg

여 감소하여 지지되었다.

부가설 좋- 1-2: 아하는음악은이완기혈압을감소시

킬 것이다 결과이완기 혈압은. - 73.05 ± 10.90mmHg

에서 70.53 ± 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7.28mmHg

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부가설 싫어하는 음악은 수축기 혈압을 상승- 1-3:

시킬 것이다. 수축기 혈압은 109.47 ± 8.95 mmHg

에서 115.71 ± 10.4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mmHg

게 상승하여 지지되었다.

부가설 싫- 1-4: 어하는음악은 이완기 혈압을상승

시킬것이다 혈압은. 69.59 ± 8.16 에서mmHg 69.24

± 로 감소하여서 기각되었다9.10mmHg .

∙ 가설 2: 음악선호도에 따른 음악요법은 대상자의 시

행 전후 맥박에 영향을 줄 것이다.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before music therapy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s
Favorite Unfavorite

U p
M ± SD M ± SD

Age(yrs) 22.11 ± 2.38 22.35 ± 2.40 151.50 .735

Time to listen(mim/day) 90.00 ± 60.83 93.53 ± 63.54 159.50 .947

Systolic BP(mmHg) 114.68 ± 12.42 109.47 ± 8.95 117.00 .158

Diastolic BP(mmHg) 73.05 ± 10.90 69.59 ± 8.16 136.50 .426

Pulse rate(rate/mim) 75.21 ± 8.07 74.29 ± 9.47 152.00 .763

Blood glucose(mg/dl) 99.95 ± 19.65 98.18 ± 17.42 157.50 .899

Trait anxiety(score) 45.63 ± 5.58 44.06 ± 5.53 139.50 .483

State anxiety(score) 42.21 ± 7.52 41.94 ± 8.20 157.50 .899

BP: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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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좋아하는 음악은 맥박을 감소시킬 것- 2-1:

이다. 맥박은 75.21 ± 회에서8.07 73.47 ± 회8.30

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부가설 싫어하는 음악은 맥박을 증가시킬 것- 2-2:

이다 맥박은. 74.29 ± 회에서9.47 83.24 ± 회9.2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여 지지되었다.

∙ 가설 3: 음악선호도에 따른 음악요법은 대상자의 시

행 전후 혈당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가설 좋아하는 음악은 혈당을 감소시킬 것- 3-1:

이다 혈당은. 99.95 ± 에서19.65mg/dl 89.79 ±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지14.27mg/dl

지되었다.

부가설 싫어하는 음악은 혈당을 상승시킬 것- 3-2:

이다 혈당은. 98.18 ± 에서17.42mg/dl 103.00 ±

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20.81mg/dl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기각되었다.

∙ 가설 4: 음악선호도에 따른 음악요법은 대상자의 시

행 전후 상태불안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가설 좋아하는 음악은 상태불안을 감소시- 4-1:

킬 것이다 상태불안은. 42.21 ± 점에서7.52 34.05

± 점으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7.87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Table 3).

부가설 싫어하는 음악은 상태불안을 증가시- 4-2:

킬 것이다 상태불안이. 41.94 ± 점에서8.20 48.0 ±

점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8.02

이를 보여 지지되었다.

∙ 가설 5: 음악선호도에따른청취만족도는차이가있

Table 2. Comparison of the physical effects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Z p
M ± SD M ± SD

Systolic BP(mmHg) Favorite

Unfavorite

114.68 ± 12.42

109.47 ± 8.95

109.37 ± 10.98

115.71 ± 10.40

-2.370

-2.512

.018

.012

Diastolic BP(mmHg) Favorite

Unfavorite

73.05 ± 10.90

69.59 ± 8.16

70.53 ± 7.28

69.24 ± 9.10

-1.019

-.257

.308

.797

Pulse rate(rate/mim) Favorite

Unfavorite

75.21 ± 8.07

74.29 ± 9.47

73.47 ± 8.30

83.24 ± 9.24

-1.090

-3.035

.276

.002

Blood glucose(mg/dl) Favorite

Unfavorite

99.95 ± 19.65

98.18 ± 17.42

89.79 ± 14.27

103.00 ± 20.81

-3.269

-1.423

.001

.155

BP: blood pressure

Table 3. Comparison of the state anxiety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Z p
M ± SD M ± SD

State anxiety(score)
Favorite

Unfavorite

42.21 ± 7.52

41.94 ± 8.20

34.05 ± 7.87

48.00 ± 8.02

-2.803

-2.070

.005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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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것이다 음악선호도에따른청취만족도차이는좋.

아하는 음악집단이 8.95 ± 점으로 높았으며 두 집.85

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

(Table 4).

논 의IV.

본 연구는 음악선호도에 따라 음악요법의 효과를 분

석하였는데 간호중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효과 연구는 많았으나 싫어하는 음악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본연구에서수축기혈압은두집단에서모두통계적

으로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좋아하는 음악집단은 수축.

기 혈압이 감소하였고 싫어하는 음악집단은 상승하였

다 이는좋아하는음악을이용한 과 의연. Shin Yi(2005)

구에서 국소마취 수술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것과일치하는결과이다 또 의. Jeong (1997)

부분마취환자들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도수축기압이

음악요법 분 후와 분 후에 유의한 감소를 보인 것10 30

과도 일치하며 음악선호도를 고려한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여(Chae, Park & Yang, 2007; Kwun &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Kim, 2000) .

는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생리적으로안정된상태에도

달해 카테콜라민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완기 혈압은 두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수술 직후 음악요법을 적용

한 과 의 연구에서도 혈압 맥박이 유의Kim Jun(2000) ,

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일치하며 등, Chae (2007)

의 국소마취 환자를 대상으로 음악요법을 분 정도25

적용한 연구에서도 이완기 혈압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

이지 않은 것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과. You, Jung

의 연구에서는 이완기 혈압이 감소하였고Koo(2003) ,

과 은 제왕절개 임부의 수술에서 음악Kwun Kim(2000)

요법을 분 간 적용하여 이완기 혈압이 감소했다고30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각 연구에.

서 선정한 대상자가 다르고 검사나 수술의 종류와 음

악 등이 다양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되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야 할 것이다.

맥박은 좋아하는 음악집단에서 약간 감소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의 일반외과와Hong(1989)

산부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맥박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의 수술. Lim(1995)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축기 혈압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완기 혈압과 맥박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좋아하는 음악집단의

결과와 일치한다 싫어하는 음악집단에서는 맥박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와 는 소음Girdano Everly(1979)

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혈액 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인보다 많이 분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고음의 전자악기로 구성된 헤비메탈 음악의 특성

상 금속성 소리들이 스트레스 반응으로 작용하여 교감

신경을 자극하므로 카테콜라민 분비를 증가시켜 맥박

이 증가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혈당은 좋아하는 음악집단에서 99.95 에서mg/dl 89.79

로 유의한 감소를 보여주었는데 과mg/dl Park Park

의 연구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2000)

에서 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92.67mg/dl 90.27mg/dl

과 일치하였다 의 연구에서도 음악청취가. Park(1997)

자궁절제술 환자들의 공복 시 혈당을 유의하게 감소시

킨다고 보고하여 본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Yoo, Kim

과 의스트레스중재 프로그램을이용한연구Lee(2006)

에서도 식후 혈당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

으므로 음악이나 중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스트레

스를 감소시켜 주는 것이 혈당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하겠다 반면에 싫어하는 음악을 들려준 집단에.

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상승을 보

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인

것이라 생각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흥.

분시켜 에피네프린을 상승시키며 인슐린 분비를 저하

Table 4. Comparison of the satisfaction level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s Groups M ± SD U p

Satisfaction
(score)

Favorite
Unfavorite

8.95 ± .85
4.97 ± 2.12

23.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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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혈당 상승 작용을 갖는 성장호르몬이나 부신피질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들 호르몬이 상호 작용하여 혈당

을 높여준다 또 스트레스 시에 에너지원으로서포도당.

이 요구되므로 에피네프린이나 부신피질호르몬과더불

어 글루카곤의 분비가 증가하는데 글루카곤은 간에서

포도당의 유리를 촉진하여 혈당을 상승시키는 작용이

있다(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1997).

와 은 모래쥐Mikat, Hackel, Cruz Lebovitz (1972) (sand

를 가지고 한 실rat) 험에서스트레스가고혈당의발현에

주요한역할을하는것이라하였고, Wing, Epstein, Blair

와 Nowalk(1985)는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식후 시간2

후에 분 동안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정상인에 비하10

여 혈당이 현저하게상승하였다고보고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귀에 친숙하지 않은 음악이 소음 스트레스

로 작용했기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음악요법을 이.

용한 간호중재 시 대상자의 선호도에 따른 친숙한 음

악을 이용하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혈당에 영향을 준

다고 사료된다.

상태불안은 좋아하는 음악집단에서는 유의하게 감

소하였고 싫어하는 음악집단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이는 과 이 선호하는 음악으로 화. Son Kim(2006)

상환자 드레싱에 적용해서 불안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연구와 과 의 제왕절개 환자의 불안감Kwun Kim(2000)

소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좋아하는 음악집단.

의 불안점수는 점에서 점으로 점정도 감소42.21 34.05 8

하였고 선호음악을 이용한 과 의 연구에, Son Kim(2006)

서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불안점수의 실험 전 ․후 차

이가 점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고전음악을 이용13 ,

한 등 의 연구에서는 점 정도만 감소하였Kim (2000) 6

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악보다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

한 음악 선곡이 불안완화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 그러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환자의 불안.

과 국소마취 라(Yung, Chui-kam, Frenc, & Chan, 2002)

식 환자의 불안 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차이(Park, 2002)

가 없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수술의

특성상 예민한 부분이고 가족지지와 기분을 전환시키

는 다른 요소들을 잘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

된다.

청취 만족도는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

데 좋아하는 음악집단이 점으로 유의하게 높아서8.95

음악선호도가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사료된

다 의 연구에서도 선호음악이 불안을 낮추. Jeong(1997)

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등 의 백내장 환자의 연구에서도 선호도를You (2003)

고려한 음악요법이 수술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의 연구에. Stevens(1990)

서 음악치료효과중 가장중요한 것은각 개인의 음악

에 대한 친밀도와 기호라고 한 것과 일치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음악이 불안을 감소시켜서 심리적으로 평온

한 상태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만족감이 향상된다고 사

료된다.

결론 및 제언V.

본 연구는 음악선호도에 따른 음악요법이 여대생들

의 혈압 맥박 혈당 불안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 ,

검증하기 위한 역처치 비동등성 실험군 전 ․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로 연구대상은 좋아하는 음악집단에 19

명 싫어하는 음악집단에 명을 무작위로 배정하였, 17

다 실험방법은 처치 전에 불안 혈압 맥박 혈당을 측. , , ,

정한 후 연구자가 각 집단에 맞게 편집된 음악을 MP3

플레이어와 헤드폰을 이용하여 분간 들려준 후 사후20

에 재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SPSS/WIN 10.0

불안도구 신뢰도는 동질성과 만족도는Cronbach's ,⍺

실험 전후 생리적 심리적 변수는Mann-Whitney U, - ,

부호순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Wilcoxon .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축기압은 좋아하는 음악집단은 유의하게 증,

가하였고 싫어하는 음악집단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

둘째, 이완기압은두집단모두유의한차이가없었다.

셋째 맥박은 싫어하는 음악집단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넷째 혈당은 좋아하는 음악집단에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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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불안은 좋아하는 음악집단에서 유의하게 감,

소하였고 싫어하는 음악집단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여섯째 청취 만족도는 좋아하는 음악 집단에서 유,

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음악요법은 개인적인 음악선호도가 생

리적 심리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중재로

서 음악요법을 시행할 때 대상자의 선호도와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음악을 선택하는 것이 중재 효과를 높이

는 중요한 조건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음악을 적,

용한 음악요법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음악의 장르를 달리하여 환자에게 적용한 임,

상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음악요법 중 노래부르기 악기연주 등 능동적, ,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효

과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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