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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음악요법이 노인백내장 수술환자의 활력징후, 불안, 코티졸 및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설계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설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I시의 G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만 65

세 이상 노인 41명으로 음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 21명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 20명으로 구성되었다. x
2
 test, 

Fisher’s exact test, 독립표본 t-test, Mann-Whitney U test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활력징후 변화에
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불안, 코티졸 농도, 통증은 실험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여, 다빈도 수술 1위인 백내장수술에 
음악요법 적용하는 것이 불안 및 통증을 경감시킨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노인백내장 수술환자에게 음악요법이 
불안,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중재 분야에서 노인환자에게 음악요법의 적용
이 활성화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주제어 : 노인, 음악요법, 백내장, 코티졸, 불안, 융합

Abstrac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usic therapy on vital signs, anxiety, cortisol, 
and pain of Cataract Surgery Patients in elderly. Non 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was adopted. 
The number of subjects consists of 41 elderly having cataract surgery, 21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0 in 
the control group. Data were analyzed by x2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Mann-Whitney U test. Results were: 1)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heir vital signs 
changes 2) anxiety, cortisol in the saliva, and pain of the experimental group decreased more significantly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confirmed the ability of music therapy to relieve pain and anxiety in 
cataract surgery, and suggested that music therapy could be used effectively in various intervention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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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백내장은 노화, 당뇨병, 스테로이드 장기복용, 외상, 자

외선 노출 등에 의해 수정체가 혼탁하게 되어 시력이 

하되는 질환으로, 치료를 하여 약물처치보다는 인공수

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1]. 백내장 

수술은 2000년 75,314명에서 2010년 221,411명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한 우리나라 다빈도 수술 1  질

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을 기 으로 구분할 때 50  

33,910명, 60세 이상 239,167명으로 나타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빈도가 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2]. 백내장 

수술은 주로 국소마취 하에서 당일수술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수술과정 동안 환자는 워서 움직이지 않고 을 

고정시키는 등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3]. 백내장은 

심각한 동반질환이 없으면 수술을 통해 성공 으로 치유

될 수 있는 비교  간단한 수술이나, 환자들은 수술로 인

한 실명 가능성에 한 공포감  불안감을 나타내고, 의

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므로 차 자체의 공

포와 수술  경험하게 될 통증  감각에 한 걱정으로 

인해 불안을 느낄 수 있다[4].

수술 환자가 경험하게 되는 통증과 불안은 환자에게 

압, 맥박, 호흡, 코티졸 상승과 같은 생리  변화를 가

져오고 이러한 변화는 수술의 경과와 회복  후에 상

당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5], 한 수

술  불안은 수술 후 통증 인지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6]. 따라서 수술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켜 

수술 후 회복을 돕고 한 환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간호 재를 용하기 한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음악요법은 이러한 간호 재법  하나로 알려져 있

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음악요법이 수술 환자의 불안, 

압, 맥박, 당치, 호흡수의 감소, 불쾌감  체온 등을 

부 는 일부 경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7,8,9,10,11]. 그러나 음악요법의 효과에 한 선행연구들

은 부분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환자에 국한된 연

구들이며, 노인을 상으로 한 음악요법 효과 연구는 치

매  신경질환 상자의 연구가 부분이고 일반 노인

질환의 방과 치료에 련된 국내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12]. 

일반 노인 상의 연구  음악요법이 백내장 수술환

자의 상태불안 감소를 확인한 연구[13]가 있으나 연구

상이 55세 이상 80세 이하로 UN의 기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통계청 등의 노인 기 인 ‘65세 이상인 

자’[14]의 범 를 벗어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노인백내

장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로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

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음악요법의 불안감소의 효과

[13]를 65세 이상 노인백내장 환자를 상으로 재확인 하

고자 하 다. 이를 해 불안감  활력징후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코티졸 검사방법[15]을 사용하여 불안감소의 

효과를 보다 객 으로 확인하고자 하 으며 환자의 안

  불안과 련이 있는 통증 감소 효과도 악하고자 

하 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노인백내장 수술환자를 상으로 

음악요법이 활력징후, 불안, 코티졸  통증에 미치는 효

과를 규명하는 것이며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 수술환자의 

간호 재 로그램으로 음악요법의 용가능성을 검토

하는 것이다. 

1.3 연구가설

가설1 : 음악요법을 용한 실험군과 용하지 않은 

조군 간에는 활력징후의 사 사후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 음악요법을 용한 실험군과 용하지 않은 

조군 간에는 불안 정도의 사 사후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 음악요법을 용한 실험군과 용하지 않은 

조군 간에는 코티졸 농도의 사 사후 변화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 음악요법을 용한 실험군과 용하지 않은 

조군 간에는 수술 후 느끼는 통증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본 연구는 노인백내장 수술환자를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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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음악요법을 용한 실험군과 용하지 않은 조군 

사이에 재 후의 활력징후, 불안, 코티졸  통증에 미치

는 효과를 비교하는 비동등성 조군 사 ·사후 유사설

계연구이다[Fig. 1].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group

Anxiety 

Cortisol

Vital sign
○

Anxiety 

Cortisol

Vital sign

Pain

Control group

Anxiety 

Cortisol

Vital sign
×

Anxiety 

Cortisol

Vital sign

Pain

[Fig. 1] Study Design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3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I시에 소

재한 G 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  선택기

 사항에 맞는 환자에게 연구목 을 설명하고 연구 참

여를 수락 받은 후 진행하 다. 본 연구의 목 에 한 

표본수를 산정한 결과 유의수  .05, 검정력 .80, 효과크

기 .50을 기 으로 실험군과 조군이 각각 17명이 요구

되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실험군과 조군을 각각 

21명씩 선정하 다. 하지만 조군 1명이 수술  활력징

후의 변화로 수술이 단되어 실험군 21명, 조군 20명

으로 총 41명을 상으로 하 다. 구체 인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목 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자

2)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백내장 수술이 정된 자 

3) 안과 수술력이 없는 자 

4) 보청기를 착용한 경험이 없는 자

5) 지남력과 청각  의사소통의 장애가 없는 자

6) 활력징후가 정상범 에 있는 자

7) Steroid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자

2.3 연구도구

2.3.1 음악요법

치료목 을 달성하고 정신 , 신체  건강을 회복, 유

지  증진시키기 해 음악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8]. 

본 연구에서는 상자가 직  요청한 곡들을 비하여 

수술 당일 dressing 부터 수술 후 dressing이 끝날 때 

까지(약 30분간) 계속 들려주는 것을 말한다. 

2.3.2 활력징후

활력징후는 신체 기능 상태를 나타내며 신체, 정서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16]. 본 연구에서는 수축기

압(㎜Hg)  이완기 압(㎜Hg), 맥박과 호흡수를 수술 

시작 시, 수술종료 시 총 2회 측정한 결과를 의미한다. 

Cuff(CRITIKON  Dura-cuff REF2753, Finland)를 앙와

 상태에서 환자 상박에 감아 모니터에 연결하여 상완

동맥에서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을 측정하 으며, 맥

박과 호흡은 마취과 모니터(Datex-Ohmeda, Finland)를 

이용하여 EKG를 부착하여 측정하 다.

2.3.3 불안

불안은 심리  갈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서 알

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 직면

시 발생하는 막연한 불쾌감을 말한다[8]. 본 연구에서는 

숫자평정척도(Numeric Rating  Scale)를 이용하여, 0-10

 선상에 상자가 느끼는 불안을 표시한 것으로 수

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2.3.4 코티졸

코티졸은 신체가 감염, 손상, 육체  스트 스, 불안, 

조 등 정신 으로 흥분하게 될 때 분비되는 스트 스 

호르몬이다[15]. 본 연구에서 코티졸 수치는 수술 과 

수술 후 타액을 3㎖ 채취하여 측정한 수치를 의미한다.

타액 채취 30분 에는 양치질과 음식물 섭취, 정신  

충격, 과격한 운동 등 코티졸 호르몬 분비에 향을 미치

는 변인들을 통제하도록 사 교육 하 다. 실험에 사용

된 코티졸은 타액시료 용기에 3㎖를 채취하여 -20도에 

보  후 건세 바이오에 의뢰하여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를 통하여 분석 되었다. 

2.3.5 통증

통증은 실제  혹은 잠재  조직 손상과 련된 불쾌

한 감각 , 정서  경험을 말한다[6]. 본 연구에서는 시각

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사용하여 측

정한 수로 0 은  아 지 않은 것이고, 10 은 매

우 참을 수 없을 만큼 아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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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진행 절차

2.4.1 대상자 선정 및 사전 준비

본 연구는 연구가 진행된 G병원의 연구윤리 원회의 

승인(IRB No: GCIRB 2014-79)을 받았다. 

본 연구의 상자 선정기 에 맞는 비 상자 명단

은 외래 챠트를 통해 악하 으며, 연구자는 수술  날 

비 상자의 병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 과 익명성에 

해 설명하 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상자에게는 수술 

당일 아침 양치질과 음식물 섭취 등 코티솔 호르몬 분비

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통제하도록 교육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선정은 수술 요일에 의해 결정하

고, 두 집단 상자는 모두 동일한 집도의를 통해 같은 

수술방에서 수술이 시행되도록 하 다. 한 타액 채취 

시간으로 인한 타액 코티졸 수 의 편차를 이기 해 

평균 수술 시간이 30분인 상자들의 수술은 오 의 동

일한 시간 에 시행되게 하 다. 

2.4.2 실험 처치

음악은 실험군 상자가 선호하는 음악 장르와 곡들

을 조사하여 인터넷 유료사이트(www.melon.com) 다운

로드를 통해 상자 개인별로 비되었다. 음원사용에 

한 허락은 2014년 3월 3일 연구의 목 과 방법, 청취하

는 인원 등을 설명 후 해당사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고 그 

화내용을 녹취하 다.

실험군에게는 상자 개인별로 비한 음악을 수술 

드 싱 부터 드 싱이 끝날 때까지 20～30분 동안 들

려주었다. 음악은 Room audio speaker를 통해 듣게 하는

데, 이것은 백내장 수술 시 집도의와 환자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음악소리

의 크기는 상자가 원하는 크기로 조 하 다. 

2.4.3 연구 변수 측정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게 수술 시작 5분 에 수술 

기실에서 타액 코티졸과 불안을 측정하 으며 수술시

작 시 활력징후를 측정하 다. 수술 후 측정은 활력징후 

모니터 정리와 수술부  드 싱을 하면서 실험군과 조

군 모두에게 활력징후, 불안, 코티졸, 통증을 측정하 다.

2.5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분석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정

에서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은 x
2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하 으며, 측정변수에 한 수술  동질성 

검증은 독립표본 t-test와 Mann-Whitney U test로 분석

하 다. 음악요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해 활력징후, 불

안, 코티졸은 그 사 사후 변화 차이를 실험군과 조군 

간 비교하 고,  사후 조사만이 이루어진 통증은 수술 후 

통증정도를  두 집단 간 비교하 으며 이를 해 독립표

본 t-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 다.

3. 연구결과

3.1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 동질성 검증

3.1.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

을 해 x2 test를 실시한 결과 연령과 수술경험에 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x2 test를 하기에는 최소한 셀

(cell)당 기 빈도수가 은 성별, 교육수 , 경제수 , 종

교유무 등은 Fisher’s exact test를 하 으며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자 않아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이 모두 검증되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

(n=21)

Control

group

(n=20)
x2 p

n(%) n(%)

Sex*
Male 11(52.4) 6(30.0)

2.114 .208
Female 10(47.6) 14(70.0)

Age

65-69 12(57.1) 12(60.0)

.595 .74370-79 8(38.1) 6(30.0)

over 80 1(4.8) 2(10.0)

Education*
≤Middle 

school
10(47.6) 10(50.0)

.023 1.000

≥High school 11(52.4) 10(50.0)

Level of 

Economy
*

Good 2(9.5) 1(5.0)

.309 1.000Fair 19(90.5) 19(95.0)

Poor 0(0.0) 0(0.0)

Religion
Yes 13(61.9) 14(70.0)

.299 .744
No 8(38.1) 6(30.0)

History of  

Surgery 

First 13(61.9) 14(70.0)

1.706 .426Second 8(38.1) 5(25.0)

Third or More 0(0.0) 1(5.0)
*Fisher’s exact 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of subjects                         (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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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측정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음악요법 시행  실험군과 조군의 측정변수에 

한 동질성 검증을 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평균 수축기 압은 실험군이 140.52㎜Hg이고 조군은 

140.05㎜Hg으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t=-.063, p=.950), 평균 이완기 압 한 실험군이 76.29

㎜Hg, 조군이 71.90㎜Hg이었으며 두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397, p=.170). 평균 호흡은 실험군이 

21.48회/분이었고 조군이 22.80회/분(t=.911, p=.368), 

평균 불안 수는 실험군이 4.52 , 조군이 4.25

(t=-3.70, p=.714), 평균 코티졸 농도는 실험군이 4.82㎍/

㎗ 조군이 3.55㎍/㎗(t=-.755, p=.455)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측정변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맥박

에 한 동질성 검증을 해 Mann-Whitney U test를 실

시한 결과 실험군이 67.76회/분 조군이 63.70회/분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U=167.50, p=.267), 음악요

법 시행  실험군과 조군의 측정변수에 한 동질성

은 모두 검증되었다<Table 2>.

Variable

Experimental

group

(n=21)

Mean±SD

Control 

group

(n=20)

Mean±SD

t or U p

Systolic Blood 

Pressure (㎜Hg)
140.52±21.51 140.05±26.62 -.063 .950

Diastolic Blood 

Pressure (㎜Hg)
76.29±8.67 71.90±11.32 -1.397 .170

Pulse

(count/min.)*
67.76±10.01 63.70±12.51 167.500 .267

Respiration

(count/min.)
21.48±4.75 22.80±4.55 .911 .368

Anxiety (0-10) 4.52±2.25 4.25±2.49 -.370 .714

Cortisol (㎍/㎗) 4.82±3.43 3.55±6.88 -.755 .455
*
Mann-Whitney U test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2> Homogeneity of measured variables
before treatment                 (N=41)

3.2 가설 검증

3.2.1 활력징후 변화 차이 검증

음악요법을 용한 실험군과 용하지 않은 조군 

간의 활력징후 사 사후 변화에 한 차이 검증에서는 

수축기 압의 사 사후 변화, 이완기 압의 사 사후 변

화, 맥박의 사 사후 변화, 호흡의 사 사후 변화 모두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설1은 지지되지 

못하 다<Table 3>. 

 

Variable
pre post post-pre

Mean±SD Mean±SD Mean±SD

Systolic Blood 

Pressure (㎜Hg)

Experimental 

group(n=21)
140.52±21.51 139.35±21.43 -1.10±10.06

Control 

group(n=20)
140.05±26.62 139.43±21.87 -.70±15.28

t .098

p .922

Diastolic Blood 

Pressure (㎜Hg)

Experimental 

group(n=21)
76.29±8.67 76.67±10.60 .38±6.74

Control 

group(n=20)
71.90±11.32 72.10±10.73 .20±6.39

t -.088

p .930

Pulse 

(count/min.)

Experimental 

group(n=21)
67.76±10.01 69.14±9.17 1.38±6.82

Control 

group(n=20)
63.70±12.51 60.45±11.19 -3.25±6.62

U 149.50*

p .113

Respiration 

(count/min.)

Experimental 

group(n=21)
21.48±4.75 18.43±6.16 -3.05±6.60

Control 

group(n=20)
22.80±4.55 20.10±7.93 -2.70±6.59

t .454

p .867
*Mann-Whitney U test,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s of vital sign changes 
between two groups            (N=41)

    

수축기 압의 사 사후 변화는 실험군이 1.10㎜Hg 감

소하 고 조군이  .70㎜Hg 감소하 는데 그 차이는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악되었다(t=.098, p=.922). 이완기

압 한 사 사후 변화는 실험군이 .38㎜Hg 증가하

으며 조군이 .20㎜Hg 증가하 는데 그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다(t=-.088, p=.930).

맥박의 사 사후 변화에 한 차이 검증은 사 사후 

변화 값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 Mann-Whitney 

U test를 활용하 다. 맥박은 실험군이 평균 67.76회/분

에서 69.14회/분으로 1.38회/분 증가하 고, 조군이 

63.70회/분에서 60.45회/분으로 3.25회/분 감소하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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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U=149.50, p=.113). 한 호흡

의 사 사후 변화는 실험군이 21.48회/분에서 18.43회/분

으로 3.05회/분 감소하 으며, 조군이 22.80회/분에서 

20.10회/분으로 2.70회/분 감소하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454, p=.867). 

3.2.2 불안 변화 차이 검증

실험군과 조군 간에는 불안 정도의 사 사후 변화

에 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악되어 가설2는 지지되었다<Table 4>. 실험군과 

조군 간 불안의 사 사후 변화에 한 차이 검증은 사

사후 변화 값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 다. 음악요법 용에 

따른 불안 수의 사 사후 변화는 실험군이 4.52 에서 

2.00 으로 2.52  감소하 으며, 조군이 4.25 에서 

5.40 으로 1.15  증가하고 그 차이는 유의하 다

(U=51.50, p=.000).

Variable
pre post post-pre

Mean±SD Mean±SD Mean±SD

Anxiety (0-10)

Experimental 

group(n=21)
4.52±2.25 2.00±1.90 -2.52±2.06

Control 

group(n=20)
4.25±2.49 5.40±2.54 1.15±2.16

U 51.50*

p .000
*
Mann-Whitney U test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4> Difference of anxiety changes between
two groups                         (N=41) 

3.2.3 코티졸 농도 변화 차이 검증

실험군과 조군 간에는 코티졸 농도의 사 사후 변

화에 차이가 있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악되어 가설3은 지지되었다<Table 5>. 코티졸 

변화에 한 차이 검증은 사 사후 변화 값이 정규성 가

정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Mann-Whitney U test를 사용

하 다. 음악요법 용에 따른 코티졸 농도의 사 사후 

변화는 실험군이 4.82㎍/㎗에서 3.07㎍/㎗으로 1.76㎍/㎗ 

감소하 으며, 조군이 3.55㎍/㎗에서 4.90㎍/㎗으로 

1.35㎍/㎗ 증가하 고 두 집단의 코티졸 농도 변화에 

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U=28.00, p=.000).

Variable
pre post post-pre

Mean±SD Mean±SD Mean±SD

Cortisol (㎍/㎗)

Experimental 

group(n=21)
4.82±3.43 3.07±2.67 -1.76±1.76

Control 

group(n=20)
3.55±6.88 4.90±3.86 1.35±5.26

U 28.50*

p .000
*
Mann-Whitney U test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5> Difference of cortisol changes between 
two groups                        (N=41)  

3.2.4 통증 차이 검증

수술 후 느끼는 통증 정도는 조군이 느끼는 통증이 

실험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4는 지지

되었다<Table 6>. 통증의 경우 백내장 수술 후 느끼는 

측정변수로 사 사후 검증이 아닌 집단간 사후검증을 통

하여 실험군과 조군간 차이를 검증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수술 후 느끼는 통증 정도의 차이 검증은 통증 

측정 수의 분포가 정규성 가정을 충 하지 못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 다. 음악요법을 용

한 실험군이 수술 후 느끼는 통증 수는 평균 2.57 으

로 나타났으며 음악요법을 용하지 않은 조군이 수술 

후 느끼는 통증 수는 평균 4.40 으로 나타나 조군이 

느끼는 통증이 실험군이 느끼는 통증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U=125.50, p=.026). 

Variable

Experimental 

group (n=21)

Control group 

(n=20) U p

Mean±SD Mean±SD

Pain level 

(0∼10)*
2.57±2.29 4.40±2.66 125.50 .026

*Mann-Whitney U test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6> Difference of pain level between two 
groups                              (N=41)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 백내장 수술에 음악요법을 용하여 

활력징후  불안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타액 코티졸 검

사방법을 사용하여 불안감소의 효과를 보다 더 객 으

로 확인하고자 하 다. 한 환자의 안   불안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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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통증 감소 효과를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음악요법 재는 환자의 활력징후, 즉 수

축기 압, 이완기 압, 맥박, 호흡수 변화에 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요법이 

국소마취 라식 수술환자의 불안과 활력징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는 결과와 수술 기 시 음악요법 재가 척

추마취 수술환자의 수술 후 활력징후에 향을 미치는 

않았다는 결과[9,10] 등과는 일치 하는 것이나 음악요법

이 환자실 환자의 수축기 압, 심박동수  호흡수를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16]와 부분마취 외래 수술환자에

게 용한 음악요법이 수축기와 이완기 압이 감소효과

를 보 다는 연구결과[17]와는 상반된다. 이와 같이 활력

징후에 한 음악요법의 효과는 아직 일 성이 부족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자의 수술  검사의 정도

에 따라 음악요법이 활력징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 질 

수 있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일

성에 향을 주는 상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의 제한 을 살펴보면 활력징후는 외부환경

에 따라 순간 으로 변화할 수 있는 지표인데 본 연구에

서의 활력징후 값은 수술 후 각각 1회에 한 해 측정한 

결과이기에 측정시기에 의한 오차가 많을 수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시간별 측정횟수의 증가와 같은 연구설

계의 보완을 통해 측정시기에 의한 오차를 이면서 음

악요법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요법 재가 백내장 수술 노인의 

불안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

구의 결과는 음악요법이 백내장 수술환자의 상태불안 감

소와 수술 만족도 증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13], 부분마취 수술 환자의 상태 불안 감소효과를 

확인한 선행 연구결과[8,18] 등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음악요법이 국소마취 라식 수술환자의 불안 감소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는 연구결과[10], 자궁

출 수술  상태불안 감소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는 연구결과[19]들과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

처럼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음악요법 연구결과들과 비

교하는 데에는 연구 상자의 성별, 나이, 수술 종류 등이 

달라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에서도 연구 상자의 나이, 수술종류가 본 연구와 유사

한 선행연구[13]에서 확인한 상태불안 감소 효과를 본 연

구에서 주  불안 감소효과로 재확인하 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음악요법의 불안감소 효과

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어도 국내 다빈도 수술 

1 인 노인 상의 백내장 수술에 음악요법이 유용한 불

안감소 재로서 용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하 다고 할 수 있다. 

음악요법 재 시 노인 백내장 수술환자의 불안에 

한 객 인 척도인 타액 코티졸 농도는 본 연구의 결과

에서 통계 으로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러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것에는 어려

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코티졸 농도를 살펴본 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음악요법이 아닌 손마시지나 향요법을 

용하 기 때문이다. 코티졸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를 확

인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본 연구와 유사한 상자

인 국소마취 백내장 수술환자에게 손 마사지를 재한 

연구[20], 발달장애 아동에게 어머니가 직  마사지를 시

행하여 아동과 어머니의 타액 코티졸 수치를 측정한 연

구[21]] 등이 있다. 하지만 두통 환자, 입원노인, 그리고 

국소마취 수술 환자에게 향요법을 재하 으나 코티졸 

감소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연구들도 있다[22,23,24,25]. 

이와 같이 코티졸을 지표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음악요

법이 아닌 손마사지 는 향요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한 것이 부분이었으며, 그 연구결과들 한 다양한 실

정이다. 이러한 때 음악요법을 용하여 그 효과를 코티

졸로 확인한 본 연구는 음악요법의 효과를 보다 객

인 지표를 통해 확인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음악요법 재가 백내장 수술 노인의 통

증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요법이 화상환자 드 싱 시 통증완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26], 수술 회복실에서의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

을 확인한 연구[27]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방 경 시술시 

음악요법 용이 통증완화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

[28]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처럼 음악요법이 통증에 미

치는 효과 역시 선행연구 결과가 다양하며 한 노인 백

내장 수술을 상으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 본 연구

의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노인 상의 연구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음악요

법을 용하여 그 통증완화 효과를 확 하여 확인할 가

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하 다는데 본 연구결과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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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소 마취로 백내장 수술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음악요법이 활력징후에 미치는 향과 

불안 수  코티졸 농도 측정으로 불안 감소 효과를 규

명함과 동시에 통증 감소효과도 함께 규명하고자 실시되

었다. 본 연구를 통해 규명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악요법을 용한 실험군의 활력징후 사 사후 변

화는 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음악요법을 용한 실험군의 불안 사 사후 변화는 

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

3) 음악요법을 용한 실험군의 타액 코티졸 농도의 

사 사후 변화는 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

4) 음악요법을 용한 실험군의 통증은 조군보다 유

의하게 낮았다.

우리나라 다빈도 수술 1 인 백내장 수술을 받는 노인

에게 음악요법을 용하여 불안 감소, 통증 완화, 그리고 

타액 코티졸 농도 감소를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

로의 노인 수술 시에 음악요법의 용이 활성화되는 것

에 한 근거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해 비모수 통계법이 사용된 부

분이 있기에 본 연구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해서는 상자 수를 확 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 본 연구는 노인 백내장 수술 환자로 제한하

여 효과를 확인하 으나 노인 수술환자에게 용한 음악

요법의 명확한 효과를 입증하기 해서 보다 많은 수술

에 용하여 이를 증명하기 한 연구들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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