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뇌졸중(stroke)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폐색

(허혈성 뇌졸중)이나 혹은 파열(뇌출혈)에 의하여 뇌손상

이 오는 질환으로 미국에서는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한

다[1]. 우리나라의 경우 뇌혈관질환은 2005년 1위 암에 

이어 2위, 2015년은 암, 심장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했

으며, 2018년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주사망원인 4

위로 2008년 56.5%에서 2018년 44.7%로 줄어드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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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전 30분 동안 사전에 선정된 10곡의 음악을 3일간 듣게 하였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남성 참여자(25명)가 

여성(8명) 참여자에 비해 많았고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25명(75.8%)에 달했다. Wilcoxon-signed rank 검정을 사용하

여 분석한 결과 우울과 재활 동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수준이 낮은 MMSE 1그룹(≤ 29)에서 음악요법

이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로 음악 요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로 적용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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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music therapy on depression and 

rehabilitation-motivation provided to stroke patients, thus achieving evidence-based music therapy as a 

nursing intervention method for patients. Thirty-three people who were hospitalized for stroke diagnosis 

at K-Hospital were required to listen to 10 pre-selected songs for three days before bedtim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proportion of male participants (25, 75.8%) was higher than female (8, 

24.2%), and by age group, 6(18.2%) were in 40s, 19(57.6%) were in 50s and 8(24.2%) were aged 60 or older.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Wilcoxon-signed rank test. As a result, music therapy does not affect 

depression and rehabilitation-motivation. However, it was shown to be effective in reducing depression in 

MMSE group 1 (≤ 29) with low cognitive level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an evidence 

for music therapy which can be applied as a wa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nursing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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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다[2]. 하지만 이는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정

신적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다. 뇌졸중은 다양한 신체적, 인지적 증상을 동반하며 대

표적으로 편측의 근력저하, 감각이상, 안면마비, 보행장

애, 구음장애, 실어증, 시야장애, 복시, 심한 어지러움 그

리고 두통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3]. 뇌졸중 발병 

환자들의 경우 약 9%만이 발병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

며, 73%는 후유증이 남아 발병 6개월 후에 48%는 편마

비 증세가 나타나며, 12~18%는 언어장애 등의 다양한 

신체적, 인지적 후유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4]. 이에 후유증이 남아 있는 뇌졸중 

환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율성의 

손상을 받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져 우울, 불안, 스트레스

와 같은 긴장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직면하게 된

다[5]. 뇌졸중후 발생하는 우울은 조사대상, 평가방법, 진

단 기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6]. 뇌졸중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뇌졸중 후 대상자가 우울을 지각한 

경우는 57.2%, 49.4%, 그리고 39.2%가 우울증을 경험

하였다[7-9]. 이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통증, 그리고 상실

감을 초래하여 무관심, 기력감소, 식욕감퇴, 수면장애 등

의 증상이 나타나 재활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10,11]. 

특히 한국은 장애인에 대해 배타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

로 본인의 장애를 더욱 숨기게 되어 재활과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따라서 뇌졸중 환자에게 발

생하는 우울은 재활 동기에 영향을 미쳐 질병의 회복을 

더디게 하며 재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조기에 발

견하여 중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간호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치료의 초점은 신체장애나 언어장

애에 주로 초점을 둔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또는 작업치

료에 국한되어, 우울 등과 관련된 정신적 증상에는 약물

치료를 제외한 적극적인 치료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3]. 따라서 뇌졸중환자의 우울과 관련된 

심리적, 정서적 간호중재가 절실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타

인의 의존도를 감소시키며, 손상되지 않은 기능을 최대

한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기능을 성취하고 유지하거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로 신체적, 감각적, 

지능적, 심리적, 사회적 등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는 모

든 행위이다[14]. 재활은 무엇보다 환자의 재활 동기가 

가장 중요하며, 의학적 재활 동기라 함은 환자가 스스로

의 능력에 대해 지각하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 자율성 

등에 의해 본인에게 남아있는 능력을 개선시켜 변화된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말

한다[15]. 뇌졸중 환자의 경우 재활로 인한 기능회복을 

기대 목표로 하여 재활 동기가 높은 경우는 재활시간이 

단축되고, 재활의 속도가 빨라져 빠른 일상생활의 복귀

를 가져올 수 있어 뇌졸중 후 발생하는 신체, 인지, 정서

적 기능장애를 줄이고 최대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환자의 재활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며, 재활 동기, 치료 및 환자의 감정과 관련된 

내용은 재활과정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17]. 이에 최근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해 간호사가 제

공할 수 있는 간호중재로 보완 대체요법의 이용이 증가

하고 있다[18]. 선행연구에서 음악요법은 뇌졸중 후 환자

의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12,17,20,21]. 또한, 음악요법중의 하나인 노래가사 토

의가 재활 동기를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22]. 반면 

우울 지수가 높을수록 재활 동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복에 영향을 주게 된다[5,20]. 음악요법의 효과로

는 신체, 심리적인 측면 등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악을 매개로 한 치료는 의료의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19]. 또한 환자의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리듬의 진동효과를 통해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자율신경

계에 영향을 미쳐 엔도르핀 같은 천연 모르핀을 분비하

게 함으로써 통증, 불안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18]. 음악

치료는 다양한 심리적, 생리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전

체적인 인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2]. 음악치

료에서의 음악감상은 음악을 통한 청각자극을 주었을 

때, 동질성의 원리와 카타르시스를 통해 감정을 분출하

고 그 후 분노나 불안이 감소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여 

이완하는데 효과적이다[23]. 음악치료는 심리, 정서적 안

정을 주는 유용한 방법으로 대상자의 나이, 성별과 상관

없이 심리, 정서적 이완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줄여주며 불안과 두려움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였다

[24,25]. 음악요법은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것만을 의

미하진 않지만, 음악감상이 환자기분을 좋게 하며,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어 약물치

료, 재활치료 등을 제외한 우울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

고 보조적인 방법이다[26].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뇌졸중 후 

발생하는 우울이 음악요법을 통해 감소됨으로써 재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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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뇌

졸중 환자에게 제공한 음악요법이 MMSE수준에 따라 우

울과 재활 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음악요법

을 뇌졸중 환자의 간호중재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

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의 우울과 재활 동기에 대

해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간호사의 독자적인 간호중재프로

그램으로 제공한 음악요법이 우울과 재활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음악요법이 뇌졸중환자의 우울과 재활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셋째. 뇌졸중 환자에게 음악요법으로 인한 우울과 재

활 동기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가설로는 음악요법이 뇌졸중환자의 우울과 재활 

동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K병원에 뇌졸중 진단으로 입원한 환자의 

우울과 재활 동기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중재 프로그램

으로 제공한 음악요법이 우울과 재활 동기의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설계(One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음악요법의 치료 횟수에 따른 평

균 효과를 분석한 결과 14회 이상에서 가장 음악요법의 

효과가 좋았고, 다음으로 1-3회로 치료효과가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21]. 본 연구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환자 대

상자 선정 기준(7일)에 의해 3일 동안 음악요법을 적용

하였다. 또한, 처치 시간에 따른 평균 효과를 분석한 결

과 26-40분 적용시에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

에 따라 30분간의 음악감상 시간을 적용하였다[21]. 본 

연구에 사용되는 음악 선정시 선택 편중을 예방하기 위

해 연구시작 전 뇌졸중으로 입원한 만 35세 이상, 만 65

세 미만의 환자 30명을 단순 무작위 방법으로 선정하였

다. 사전 설문지를 이용하여 선호하는 음악 장르와 곡명, 

가수 등을 조사한 후 병동간호사와 연구자가 임의로 선

정한 특정 음악(가요, 발라드, 트로트) 10곡을 음원사이

트에서 MP3에 다운받아 이어폰을 통해 자기 전 30분 동

안 3일간 재생 순서를 변경하여 듣도록 하였다. 연령대

를 고려하여 사전조사 후 병동간호사와 연구자가 선정한 

음악은 다음과 같다. 1)장윤정: 꽃, 2)홍진영: 산다는 것, 

3)김건모: 서울의 달, 4)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 5)성

시경: 좋을 텐데, 6)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7)볼 빨

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8)신현희와 김루트: 오빠야, 9)

이수영: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0)동물원: 

혜화동 등이다.

입원후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듣고 동의서에 서명

한 환자를 대상으로 취침전 30분정도의 선호음악을 3일간 

시행하였다. 같은 MP3와 이어폰을 사용하여, 모든 대상자

에게 같은 음질의 음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제하였다.

2.2 연구대상

2.2.1 연구참여자 선정기준 및 연구대상자 산출

연구대상자 수 산출 중 연구의 참여 대상자는 총 40명

이며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환자로, 서울의 K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허혈성 뇌졸중 진단으로 입원하여 치료중인 만 

35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둘째, 의사소통에 제한이 없는 자, 

셋째, K-MMSE(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측정 점수가 30점 미만중 

24점 이상으로 인지기능이 정상인 경우이다.

연구 참여자수는 1977년 Cohen의 power analysis[27]

에 의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를 G*power 3.1

을 이용하여 검정력(1-β) .80, 효과크기 .5, 유의수준(α) 

.05로 산정시 유의수인 27명에서 탈락률 20%를 고려하

여 33명으로 산정하였다.

2.2.2 연구대상자 선정 제외기준

연구대상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혈성 뇌졸중 진단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이나, 

만 35세 미만, 만 65세 이상의 환자,

둘째,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설문에 참여할 수 없는 자,

셋째, K-MMSE(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측정점수상 24점 미만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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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산출에 총 40명을 모집하였고, 이중 중도 

탈락한 7명(상태악화 5명, 거부 2명)을 제외한 연구참여

자는 총 33명이다.

2.3 연구 도구

2.3.1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사용하였다[28]. 21개 

문항의 3점 척도로 0-63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일반인

에서 신뢰도 Cronbach alpha= .78, 우울환자에서의 신

뢰도 Cronbach alpha = .85이었다[29]. 본 연구의 

Cronbach alpha= .91이었다. 

2.3.2 재활 동기

재활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2001년 개발된 도구를 개

발자 승인하에 사용하였다[29]. 본 도구는 27개 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총27-108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활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안정성을 측정

하기 위해 검사-재검사법을 시도하여, 내적 일관성을 확

인하여 신뢰도 Cronbach’s alpha= .86이었다[30]. 따

라서 본 도구는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 alpha= .88이었다.

2.3.3 MMSE-K

인지기능 측정도구로 1975년 Folstein등에 의해 개

발[21]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인지기능 선

별도구이다. 이 도구는 본래의 기질성 장애와 기능적 장

애를 구별하기 위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피검자에게

도 매우 간단하게 평가 할 수 있고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

하지 않아 약간의 훈련된 검사자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

는 도구이다. MMSE-K는 표준화 당시 내적 타당도 

Cronbach’s alpha는 0.84였으며 재검사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89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21]. 본 연구 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으로 연구 대

상자 선정 기준을 의사소통에 제한이 없는 자, MMSE-K 

측정 점수가 24점 이상으로 인지기능이 정상인 경우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MMSE-K 점수 별 분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MMSE-K의 중앙값을 cut of 

point로 하여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2.4 자료수집방식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병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No.2018-03-044-010)을 받은 후 2018년 5월 24일부

터 2020년 4월 24일까지 수행되었다. 이 연구 참여자에 

부합하는 뇌졸중 환자 선정을 위해 K병원 특수병동에 입

원한 대상자를 단순 무작위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입원 

다음날 아침에 연구자 및 훈련된 연구보조자가 참여자들

에게 연구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밀보장 그리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참여를 동

의한 경우만 서명동의서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

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하되, 참여자가 신체기능의 마비

로 인해 설문 작성이 어렵거나 문맹으로 인해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는 연구자와 훈

련된 연구보조자 1명이 직접 각 문항을 읽어주고 답하였

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3일간 선호음악 청취후 익일 아침 사전조사와 같은 설문

지를 작성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구하

였다. 음악요법이 우울과 재활 동기에 미치는 효과검증은 

Wilcoxon-signed rank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및 질병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는 Table 1에서와 같이 남성 25명

(75.8%), 여성 8명(24.2%)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6명(18.2%), 50대가 19명(57.6%)이었고 

60대 이상이 8명(24.2%)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3)

Variables   Categories n (%)

Sex
Male 25 (75.8) 

Female 8  (24.2)

Age (years)

40-49 6  (18.2)

50-59 19 (57.6)

≥ 60 8  (24.2)

Table 2에서 질병관련 특성은 가족력 23명(69.7%), 

흡연경험 15(45.4%), 음주경험 19명(57.6%), 오른쪽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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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4명(12.4%), 왼쪽 마비 10명(30.3%), 발병기간은 12

개월 미만 23명(69.7%)로 가장 많았다.

Table 2. Diseas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3)

Variables Categories n (%)

Family history
Yes 23 (69.7)

No 10 (30.3)

Onset(hrs)

Less than 12 23 (69.7)

12 to less than 24 7 (21.2)

24 to less than 36 2 (6.1)

36 to less than 48 1 (3)

Frequency of 

disease

Recur 30 (90.9)

First 3  (9.1)

Secondary

diagnosis 

Yes 31 (93.9)

No 2  (6.1)

Paralysis of body 

Right 4 (12.1)

Left 10 (30.3)

None 19 (57.6)

Smoking
Yes 15 (45.4)

No 18 (54.6)

Drinking
Yes 19 (57.6)

No 14 (42.4)

3.2 우울과 재활 동기 설문문항의 정규성 검정 

우울과 재활 동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가 신뢰성을 가지고 설문항목에 잘 답변하였

는가를 알기위해 Cronbach’s alpha계수를 사용하여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alpha계수는 0에

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설문조

사 결과를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에 가까울수

록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판단한다[31,32]. Table 3에

서와 같이 우울항목에서 중재 적용 전 우울항목(1~21)은  

.846이었고, 중재 적용 후 우울항목(1~21)은  .910로 높

은 신뢰도를 보였다. 재활 동기의 항목에서 중재 전 재활 

동기의 항목(1~21)은 .766이었고, 중재 후 재활 동기의 

항목(1~21)은 .877로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 

Table 3. Reliability test on depression level and 
rehabilitation motivation               (N=33)

Survey item Cronbach‘s alpha

Before 
music
therapy

Depression related item (1~21) .846

Rehabilitation related item (1~27) .766

After
music
therapy

Depression related item (1~21) .910

Rehabilitation related item (1~27) .877

본 연구의 대상자는 소수인 33명이므로, 정규성 검정

을 실시하였다. 음악요법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우울

지수와 재활 동기 수준에 대해 음악요법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Shapiro-Wilk 방법을 통해 정규성을 검정한 결

과, Table 4과 같이 음악요법 적용 이전의 우울지수(p= 

.003), 음악요법 적용 이후의 재활동기 지수(p=.009), 음

악요법 적용 이후의 우울 지수(p= .117)는 정규분포를 따

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악요법 이전의 재활동기 

지수(p< .001)만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그룹을 2회 반복해서 측정한 결과에 대해 정규

성 검정 결과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모수적 방법인 

paired t-test를 실시하나, 위의 Table 2 결과에 따라 

음악요법 이전과 이후의 우울지수와 재활 동기 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비모수적 방법인 

Wilcoxon-signed rank test로 분석하였다.

Table 4 Normality test (Shapiro-Wilk)      (N=33)

Variables
Music
therapy

Shapiro-Wilk method 

Statistic p

Depression
level

Before .893 .003

After .796 .117

Re h a b i l i t a t i on  
motivation

Before .949 < .001

After .910 .009

3.3 음악요법 적용 전후의 우울과 재활 동기 비교

Table 4에서 정규성 검정결과에 따라 변수들을 대상으

로 Wilcoxon-signed rank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5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음악요법 이전과 이후의 우

울수준에 대한 검정결과, 음악요법 이전과 이후의 우울수

준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Z =-1.46, 

p=.145). 따라서 음악요법 이전과 이후의 우울수준에 차이

가 없다. 음악요법 이전과 이후의 재활 동기 수준에 대하여 

검정결과, 음악요법 이전과 이후의 재활 동기 수준이 같다

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Z =-.23, p=.816). 따라서 

음악요법 이전과 이후의 재활 동기 수준에 차이가 없다. 

Table 5. Comparison of depression level and 

rehabilitation motivation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music therapy    (N=33)
Variables Music therapy Mean±SD Z p

Depression
level

Before 8.35±6.91
-1.46b .145

After 7.03±7.86

Rehabilitation
motivation

Before 74.74±6.63
- .23c .816

After 75.94±9.24

a. Wilcoxon Signed Rank Test 

b. Based on positive ranks

c. Based on negative r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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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음악요법 적용 전후의 MMSE에 띠른 우울과 재

활 동기 비교

정규성 검정결과에 따라 Wilcoxon-signed rank 검

정을 Table 4에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음악

요법 적용 전 우울점수 평균 8.35점 재활동기 점수는 

74.74점으로 선행연구의 사전 우울점수 9.96점 보다 낮

았고 재활동기 55.3점보다는 높았다[34]. 

Table 6. Comparison of depression level and 

rehabilitation motivation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music therapy according to 

MMSE level     (N=33)

Group Index
Music
therapy

Mean ±SD Z p

MMSE
1
(≤ 29)

Depression
level

Before 7.78 ±4.71

- 2.52b .012*a

After 4.89 ±3.91

Rehabilitation 
motivation

Before 74.94 ± 6.27

- .17c .868a

After 76.89±10.75

MMSE 
2
(> 29)

Depression
level

Before 9.00 ±8.89

- .35b .726a

After 9.44 ±10.35

Rehabilitation 
motivation

Before 74.50± 7.20

- .05b .959a

After 74.88± 7.39

*p< .05

a. Wilcoxon Signed Rank Test

b. Based on positive ranks

c. Based on negative ranks

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연구대상자들의 MMSE 수준에 따라 음악요법 이전과 

이후의 우울 수준에 대하여 검정한 결과, MMSE 1그룹

(≤ 29)의 우울수준은 음악요법 이전에 7.78 ± 4.71에

서 음악요법 이후에 4.89 ± 3.91로 낮아졌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Z=-2.52, p=.012). MMSE 2그룹(> 29)

의 우울수준은 음악요법 이전에 9.00 ± 8.89에서 음악

요법 이후에 9.44 ± 10.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Z =-.35, p=.726). 

MMSE 1그룹(≤ 29)의 재활 동기 수준은 음악요법 이

전에 74.94 ± 6.27에서 음악요법 이후에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Z =-.17, p=.868).  MMSE 

2그룹(> 29)의 재활 동기 수준은 음악요법 이전에 74.50 

± 7.20에서 음악요법 이후에 74.88 ± 7.39로 높아졌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Z =-.05, p= .959).

4. 논의 

뇌졸중 환자에게 3일간 취침전 30분정도의 음악요법

을 적용한 결과 우울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으나 

MMSE점수의 구분에 따른 우울에 부분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척도가 자가보고

형으로 대상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점수가 낮아 결과 

값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뇌졸중 진단을 받은 

환자군의 경우 K-MMSE 24점 이상인 대상자로 인지기

능은 정상범위였으나 응답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답

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음악적용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악요법이 환자의 시상

하부를 자극하여 리듬의 진동효과를 통해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엔도르핀 같은 천연 모

르핀을 분비하게 함으로써 통증, 불안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18]고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뇌졸중을 진단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이상(81.8%)으로 사전설문지로 

음악선호도를 조사한 후 병동간호사와 연구자가 최종 선

정한 음악이 뇌졸중 환자군의 연령대가 선호하는 음악과 

차이 있어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단순

히 음악을 3일간 적용한 이 연구는 대상자를 그룹으로 

정하여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적용[18,22]하거나 음악치

료 기간을 비교적 길게 적용[12,18,20,21]한 선행연구들

과 차이가 있다.  

음악요법 적용 전후의 재활 동기를 MMSE점수에 따

라 비교한 결과 재활 동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뇌졸중 환자에게 체조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 후  재활 동기가 향상된 연구 결과와 차

이가 있으며[35],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제공으로 재활 동

기가 효과적으로 증가한 연구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36]. 재활 동기의 효과를 증대 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로 

정적인 간호중재 보다는 환자 참여하의 동적인 간호중재

제공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낮은(MMSE 24≤29점) 그룹 1에서 우울감소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1은 MMSE 24점 

이상 29점 미만 대상자로 경도의 인지장애를 나타내지만 

정상범주에 속한다. 선행연구의 경우 MMSE점수 평균이 

18.66점 인 주간보호노인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활동 후 

MMSE점수 평균이 21.50점으로 증가하였고 KGDS로 

측정된 우울의 점수는 17.08점에서 14.08점으로 감소한 

연구 결과, 비교적 MMSE 점수가 낮은 대상자에게 음악

요법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21]. 뇌졸중은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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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게 함으

로써 진단 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이나 두려움을 

야기한다[33]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뇌졸중 

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입원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

황에서 측정된 것으로 음악요법중재 적용 후 우울점수를 

재평가 시점인 3일 후에 진단을 받아들이고 스트레스 상

황을 벗어난 것이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

른 선행연구에서 음악치료는 다양한 심리적, 생리적 상

호작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2]는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단순히 음

악을 듣게 하는 방법보다는 체계적인 치료프로그램을 통

한 음악요법의 적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비교적 많은 시

간과 노력이 할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전문화된 음악프로

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음악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우울과 재활 

동기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수를 

늘려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

구 참여자의 질병별 특성에서 과거 뇌졸중의 2차진단과 

가족력,  흡연과 음주경험이 있었던 것을 확인함으로 추

후 연구에서 질병별 특성과 뇌졸중과의 심도 있는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인지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기능장애등을 측정할 

수 있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등의 도구를 추가로 활용

하면 우울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울과 재활 

동기에 대한 요인에 대해 더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

록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에게 음악을 매개체로 한 치료

적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우울감소 및 재활 동기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음악치료 효과를 검증한 많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뇌

졸중 환자의 우울은 뇌졸중 증상이 매우 복합적이면서 

요인이 다양하였다[8]. 우울은 뇌졸중환자의 재활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16]이지만 본 연구

에서는 큰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음악요법을 적용함으

로 뇌졸중 후에 우울의 감소와 이를 통하여 재활 동기 향

상을 도모하였다는 점과 대상자의 연령을 65세로 제한하

여 비교적 젊은 뇌졸중 진단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

로 한 실험 설계 연구에 의미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입원한 뇌졸중 환자에 음악요법의 적용이 

우울과 재활 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

군 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1개 상급종합

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

로 음악요법을 간호중재로 제공하였고 중재 기간은 3일

간 취침전 30분간 선호음악을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

자는 모두 33명이었다.

연구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 남성 

참여자(25명)가 여성 참여자(8명)에 비해 많았으며,  연

령별 분포는 40대가 6명(18.2%), 50대가 19명(57.6%), 

60대가 8명(24.2%)로 40대와 50대가 25명(75.8%)이었

다. 둘째, 비모수적 방법인 Wilcoxon-signed rank 검

정을 사용한 결과 재활 동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인지수준이 낮은 MMSE 1그룹(≤ 29)에서 음

악요법의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뇌졸중이 40-50대에도 발병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유도와 조기진단, 질병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음악요법이 인지

수준이 높은 환자군보다는 낮은 환자군에 더 효과가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음악요법을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재활 동기를 

높이는데 적용 가능한 간호중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종합병원에 입

원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참여자수가 적고, 남녀 

환자 수의 차이가  커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

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음악요법을 활용한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음악요법에 대

한 전략을 모색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분류

를 통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트로트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선호 음악을 다양

화하여 간호중재에 적용하고 성별의 표본 수와 임상증상

이 비슷한 중재군을 선정한 추가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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