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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usic therapy on the levels of
anxiety and discomfort in patients during cystoscopy.
Method: This study was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The subjects were 40 patients who visited urology clinic in G-city for cystoscopy; 20
were selected for the control group, and the remaining 20, for the experimental group.
Result: 1. The expermental group who used music therapy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anxiety during cystoscopy than the control group.
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post-test blood presure and pulse rate

between the two groups.
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s of subjective and objective discomfort
during cystoscopy between the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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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music therapy may help relieve anxiety and
discomfort patients undergoing cystoscopy.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use of music
aided in the reduction of anxiety and discomfort during unpleasant diagnostic procedure
and,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music therapy deserves further study in other hospit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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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검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자료가 되며 현재 행해지고 있는 치
료와 처치의 적합성 여부 및 앞으로의 치료방침 결정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 환자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지며 불안
한 상태에 처한다. 최근에는 건강 검진을 통한 현미경적 혈뇨의 발견이 증가하고 있고, 암의 조기
발견과 혈뇨의 의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외래에서 방광경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Jeong, Chung, & Yoon, 2004).
방광경은 방광 내 종양의 진단과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흔히 시행되는 검사
로서 역행성 신우 조영술, 요세포검사, 조직학적 검사 등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
뇨기과적 시술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며 또한 방광내시경을 통해 전립선 질환을 평가하는데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Mirpuri & Patel, 2000). 그러나 방광경 검사를 할 때 환자는 매우 두려워하고
긴장하며, 방광괄약근의 경련, 근육 강직으로 동통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방광경 조작과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불충분한 검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검사가 중단되기도 한다. 또한 주기적
으로 방광경 검사를 받는 환자에 있어서도 중도에 환자가 탈락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Jeong 등 2004). 특히 쇄석위로 신체 내에 기구를 삽입하는 검사 시에는 환자가 수치심과 불안으
로 검사 시 불안과 불편감을 더욱 가증시킬 수 있다(Kim, C. Y., 1991). 그러므로 간호사는 환자
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검사 시 일어날 수 있는 불안
과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기관지 내시경과 같은 각종 내시경 검사 시 환자의 순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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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불안과 불편감의 완화 목적으로 여러 가지 간호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심리
적 간호전략 중 하나로 음악요법은 환자의 우울, 통증, 불안을 경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Palakanis, Denobile. Sweeney, & Blankenship, 1994).
국내에서 내시경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에 관한 연구로는 위내시경환자(Kim, K. E., 1991; Park,
& Hong, 2003; Oh, & Ahn, 1997; Jang, 2000), 기관지내시경환자(Lim, 2003; Lee, 2002), 대장내시
경환자(Park, 2002) 등 연구 보고가 있었으며, 방광내시경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완술 제공
이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수의 연구(Lee, 2003)가 있을 뿐 음악요법의 효과를 연구한
국내문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방광내시경 검사로 인하여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고 검사 시 통증여부와 미지
의 진단에 대해 불안을 갖는 방광내시경 검사 대상자에게 비침습적인 간호 전략의 하나인 음악요
법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불안과 불편감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였다.
2. 연구 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방광내시경 검사 환자에게 간호사가 제공한 음악요법이 불안과 불편감 감소
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여, 환자가 경험할 수 있는 불안과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법으로 음악요법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검사 중 불안 점수가
낮을 것이다.

부가설1-1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검사 중 VAS불안
점수가 낮을 것이다.
부가설1-2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검사 후 활력징후가 낮
을 것이다.
가설 2: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검사 중 불편감 점수가
낮을 것이다.

부가설2-1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검사 중 주관적 불편감
점수가 낮을 것이다.
부가설2-2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검사 중 객관적 불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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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점수가 낮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방광내시경 검사

요도를 통해 방광의 내부를 직접 관찰하고 또 이를 통해 비뇨기계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고, 방
광내의 염증, 종양, 결석, 이물질, 혈뇨 등을 관찰 진단하는 것으로서 겸자를 통해 생검하거나 쇄
석기로 결석을 쇄석하여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검사이며(Lee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경성 방
광 요도경 외피(Sheath, 17～22F)와 유리 섬유제 렌즈 0～70°를 이용하여 방광내시경을 삽입함과
동시에 세척액을 방광으로 주입시켜 전후부요도, 전립선, 방광경부 및 방광의 내부를 관찰하는 것
을 의미한다.
2) 음 악 요 법 (music therapy)

치료목적을 달성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음악을 이용하는
것(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1977)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불안을 해소하는 음악으
로 분류된 고전음악이 녹음된 CD플레이어를 듣게 하는 방법으로 방광경 준비 단계에서 검사 후
까지 약 10-15분정도 음악을 청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불 안

불안이란 심리적 갈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서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상황이
나 역할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막연한 불쾌감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불안의 시각적 상사척도
(Visual Analog Scale)와 활력징후를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불편감

불유쾌한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서 마음과 몸이 편안치 못하고 긴장된 상태를 말하며(Johnson,
1972), 본 연구에서는 방광내시경 검사 시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불편감(동통, 긴장) 점수와 객
관적불편감 행동(발한정도, 안면변화, 신체자세변화, 성음변화) 점수를 의미한다.
III .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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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실험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test-post
test)의 유사 실험 연구이며 관찰법, 질문지법 등을 사용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4년 10월 26일부터 2005년 3월 12까지 G시에 위치한 비뇨기과의원에서 방광경 검사
를 받는 20세에서 70여세까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청각이나 언어장애와 정신장애가 없으며 중환
자, 응급환자를 제외하고 질문지를 이해할 능력이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
하고 수면내시경을 하지 않은 남녀 환자 40명을 등록순서대로 먼저 대조군 20명을 조사하고, 그
다음 실험군 20명을 조사하였다.
3. 연구 도구

1) 불안 측정 도구
① 기질불안

Spielberger(1977)의 기질불안 측정 도구를 Kim과 Shin(1978)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
다. 총 20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
가 높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72였다.
②시각적 상사 척도

검사 대상자의 검사 전, 후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line, Herman, Shaw과 Morton(1992)
이 고안한 시각적 상사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왼쪽 끝에 0(불안 없음), 오른쪽 끝에 10(극
심한 불안)이라고 적혀있는 10cm 수평선상에 대상자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
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시점은 소수점아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
값을 의미한다.
③활력징후

혈압은 수은혈압계(Tanaka, 300-V-EU)를 사용하여 대상자가 누운 자세에서 좌측 상완동맥에서
검사 전, 검사 후 각각 1회씩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며 맥박은 좌측 요골동맥에서 검사
전, 검사 후에 각각 1분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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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편감 측정 도구
① 주관적 불편감 점수

대상자의 주관적 불편감 자가보고 점수로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는 대상자들에게서 조사된 검
사 시의 통증, 긴장감으로 인한 불편감의 정도를 Johnson(1972)이 개발한 0-10점 선상 척도인
Distress scale을 사용하였다 이는 길이 10cm선을 동일간격으로 10등분하여 수평으로 그려주어
“전혀 긴장하지 않음”에서 “극도로 긴장함”까지 대상자가 느끼는 긴장정도를 체크하고 “통증이 전
혀 없다”에서 “극도로 통증이 심하다”까지 대상자가 느끼는 동통의 정도를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65였다.
② 객관적 불편감 점수

대상자의 비언어적 불편감 행동 관찰 점수를 측정하기 위해 McLachlan(1974)이 개발한 4개영역
(발한 정도, 안면 변화정도, 자세 변화정도, 그리고 성음변화)의 5점 척도를 Suh(1990), Lee(2001)
등이 수정, 보완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최저4점에서 최고20점까지 범위를 가진다. 발한 정도의 경
우 “전혀 없다” 1점에서 “이마와 얼굴부위에 땀방울을 자주 닦아내야 한다” 5점, 안면 변화의 경
우 “표정이 평상시와 같다” 1점에서 “안면근육이 떨리고 몹시 찡그린 상태” 5점, 신체자세의 경우
“자세가 바르게 누워있다” 1점에서 “다리와 발에 힘을 주어 곧게 펴고 엉덩이를 들며 움직임이 많
아진다” 5점, 성음변화의 경우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다.” 1점에서 “크게 소리지른다” 5점으로
배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값
은 .83이였다.
4. 연구진행절차

1) 사전조사

검사 실시 20분전에 대기실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VAS불안도구를 배부
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에 응답하기 어려운 노인대상자는 연구자가 질
문내용을 읽어주고 대상자의 응답을 해당란에 표시하였다.
2) 실험처치

방광경 검사 대상자들은 활동의 제한을 받기에 검사 중에도 의료인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서
순수한 청각기능에 의존하는 감상을 통한 음악요법, 즉 수동적인 음악요법이 바람직하리라 사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Danaka (1992)가 제시한 바대로 이유를 알 수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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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음악요법의 곡을 근거로 토셀리의 『세레나데』, 쇼팽 『플로네이즈 제1번』, 마네스 『타
이스 명상곡』, 디르고의 『세레나데』, 드브르작의 『아메리카』등 5곡(총 20분용)을 제작하여
CD플레이어에 담았고 방광경 검사 직전부터 검사 후까지 음악을 듣도록 하였다.
3) 방광경 검사 중 조사

음악청취시간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10분에서 15분정도 걸렸으며 방광경 검사 중 검사 시 관
찰된 불편감 행동 점수를 연구자가 직접 관찰, 측정하였다.
4) 사후조사

실험처치가 끝난 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자가 직접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대상자가 검사 중에 느낀 VAS 불안 점수와 주관적 불편감을 자가 보고토록 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고, 두 군간의 동질성 은 χ2-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2) 가설의 검증을 위해 실험군, 대조군간의 음악요법 실시 후 불안, 활력징후, 불편감 대한 비교
는 t-test로 분석하였다.
3)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하였다.
Ⅲ. 연 구 결 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1)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동질성 검증
두 집단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연령, 성별, 교육 정도, 결혼 상태, 종교, 경제상태,
직업, 과거 방광내시경 경험, 과거 수술경험, 내시경 검사 동기, 방광경 검사 사전 지식 정도에 따
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으로 총 40명이다. 연령분포를 보면 60대가 35.0%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 50대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72.5%이였고 교육정도는 고졸이
42.5%로 가장 많았고 결혼은 기혼이 80.0%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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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이였고 경제 상태는 중정도가 7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52.5%의 대상자들이 직업을 가
지고 있었고 과거 방광경 검사경험이 없는 사람이 60.0%를 차지하였다. 67.5%의 대상자들이 과거
수술경험이 있었고 방광경 검사 동기로는 혈뇨가 4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방광암 정기검
진이 37.5%, 배뇨곤란이 15.0%로 나타났다. 방광경 검사 사전 지식정도에서 47.5%의 대상자들이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표1).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Characteristics
Age(yrs)

Gender
Education

Category
20-39
40-49
50-59
60-69
≥70
male
female
unde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married
married
others
yes
no
above
middle
low
yes
no

Exp. *(n=20) Cont. *(n=20) Total (n=40) χ² p
실수(%)
n(%)
n (%)
2(10.0)
3(15.0)
5(12.5) 1.829 .539
6(30.0)
3(15.0)
9(22.5)
4(20.0)
3(15.0)
7(17.5)
6(30.0)
8(40.0) 14(35.5)
2(10.0)
3(15.0)
5(12.5)
16(80.0)
13(65.0) 29(72.5) 1.129 .300
4(20.0)
7(35.0) 11(27.5)
5(25.0)
10(50.0)
5(25.0)
2(10.0)
16(80.0)
2(10.0)
9(45.0)
11(55.0)
2(10.0)
16(80.0)
2(10.0)
11(55.0)
9(45.0)

8(40.0)
7(35.0)
5(25.0)
2(10.0)
16(80.0)
2(10.0)
11(55.0)
9(45.0)
1(5.0)
15(75.0)
4(20.0)
10(50.0)
10(50.0)

13(32.5) 1.222 0.542
17(42.5)
10(25.0)
4(10.0) .000 1.000
32(80.0)
4(10.0)
20(50.0) .400 .527
20(50.0)
3(7.5) 1.032 .324
31(77.5)
6(15.0)
21(52.5) .100 .759
19(47.5)

yes
no

7(35.0)
13(65.0)

9(45.0)
11(55.0)

16(40.0)
24(60.0)

.417 .531

Previous operation yes
experience
no

13(65.0)
7(35.0)

14(70.0)
6(30.0)

27(67.5)
13(32.5)

.114 .744

Marital status
Religion
Economic status
Occupatient
Experience of
cyst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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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of
cystoscopy

dysuria
hematuria
bladder cancer test
Previous knowledge very well known
a little known
not known
* Exp.: Experimental group,

1(5.0)
13(65.0)
6(30.0)
4(20.0)
5(25.0)
11(55.0)

5(25.0)
6(30.0)
9(45.0)
4(20.0)
8(40.0)
8(40.0)

6(15.0) 5.846 .824
19(47.5)
15(37.5)
8(20.0) 1.116 .552
13(32.5)
19(47.5)

Cont.: Control group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음악요법 실시 전 불안 점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음악요법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질불안과 VAS불안에 대해 동질성을 t-test로 검증한 결
과, 기질 불안의 총 평균 점수는 실험군이 32.10이고 대조군은 34.20으로 두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968 p=.208), VAS불안 점수 역시 실험군은 6.38이고 대조군은 5.83으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t=-1.034, p=.308) 음악요법 실시 전의 불안 점수 역시 동질성이
입증되었다(표3)
<Tabel 3> Homogeneity test for anxiety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Category
Trait anxiety
VAS enxiety

Exp. (n=20)
Mean ± SD
32.10 ± 5.29
6.38 ± 1.70

Cont. (n=20)
Mean ± SD
34.20 ± 5.09
5.83 ± 1.70

t

p

.968
-1.034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음악요법 실시 전 활력징후에 대한 동질성 검증

.208
.308

음악요법을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혈압과 맥박수의 동질성 검증을 t-test한 결과, 평균 수
축기 혈압은 실험군이 124.74mmHg이고 대조군은 122.50mmHg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t=-.555, p=.582), 평균 이완기 혈압 또한 실험군이 75.75mmHg, 대조군은 75.15mmHg이였
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245, p=.807). 평균 맥박은 실험군이 67.50회/분이였고 대조군이
68.70회/분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t=.400, p=.692) 음악요법 실시전 두 군간의 활력징후는 동질
성이 입증되었다(표4).
<Table 4> Homogeneity test for vital sign between two groups

Category

Exp. (n=20)

Cont.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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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

Mean ± SD
Systolic B.P (mmHg) 124.74 ± 14.82
Diastolic B.P(mmHg) 75.75 ± 8.93
Pulse(rate/min)
67.50 ± 7.21

Mean ± SD
122.50 ± 10.45
75.15 ± 6.32
68.70 ± 11.33

-.555
-.245
.400

.582
.807
.692

2. 가설검증

가. 가설 1

‘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검사 중 불안점수가 낮을 것이다’
는 두 가지 부가설로 검증하였으며, 두 개의 부가설 변수인 VAS불안과 활력징후에 대한 차이를
각각 t-test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가설1-1: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검사 중 VAS불안점
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t-test로 분석한 결과 음악요법 실시 후 VAS불안 점수는 실험군
(4.77점)이 대조군(6.37점)보다 유의하게 낮아(t=2.761, p=.005), 부가설1-1은 지지되었다(표5).
<Table 5> Comparisons of VAS anxiety between groups after music therapy.

Category
VAS anxiety

Exp. (n=20)
Mean ± SD

Cont. (n=20)
Mean ± SD

4.77 ±1.91

6.37 ± 1.75

t

p

2.761

.005

p<.05

2) 부가설1-2: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검사 후 활력징후가
낮을 것이다"라는 결과를 t-test로 검증한 결과 음악요법 실시 후 수축기 혈압은 실험군이
130.80mmHg이고 대조군이 131.15이며 이완기 혈압은 실험군이 77.30이고 대조군이 78.80이였고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수축기혈압 : t=.070, p=.473, 이완기혈
압 : t=685, p=.249), 맥박도 실험군이 70.15회/분이고 대조군이 76.00회/분로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t=1.289, p=.103), 부가설1-2는 기각되었다(표6).
<Table 6> Comparisons of vital sign between groups after music therapy

Variable

Exp.
Mean±SD

Cont.
Mean±SD
- 9 -

t

p

Systolic BP(mmHg)
Diastolic BP(mmHg)
Pulse(rate/min)
p<.05

130.80 ± 19.50
77.30 ± 7.01
70.15 ± 17.10

131.15 ± 10.99
78.80 ± 6.83
76.00 ± 17.10

.070
.685
1.289

.473
.249
.103

나. 가설 2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불편감점수가 낮을 것이다’는 두
개의 부가설로 검증하였으며, 주관적 불편감과 객관적 불편감에 대한 중재 후 차이를 각각 t-test
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가설2-1: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주관적 불편감 점수
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t-test로 검증한 결과, 실험군(9.65점)이 대조군(14.05점)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아(t=4.754, p=.000) 부가설2-1은 지지되었다(표7).
<Table 7> Comparisons of subjective distress between groups after music therapy

Category
Subjective
distress

Exp. (n=20)

Cont. (n=20)

Mean ± SD

Mean ± SD

9.65 ± 2.94

14.05 ± 2.91

t

p

4.754

.000

p<.05

2) 부가설2-2: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검사 중 객관적 불편
감 행동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t-test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6.60점)이 대조군(9.95점)보
다 유의하게 낮아(t=3.387, p=.001) 부가설2-2는 지지되었다(표8).
<Table 8> Comparisons of objective distress between groups after music therapy

Category
Objective
distress

Exp. (n=20)

Cont. (n=20)

Mean ± SD

Mean ± SD

6.60 ± 2.42

9.95 ± 3.71

p<.05

Ⅳ. 논 의

- 10 -

t

p

3.387

.001

본 연구는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음악요법이 검사 중의 불안과 불편감 감소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서 불안한 환자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악요법을 실시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VAS불안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실험
군이 4.77점, 대조군이 6.37점으로 통계적으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음악요법이 방광
내시경 검사 중 불안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과 Hong(2003)의 위내시경 검사
를 받는 도중에 환자에게 고전음악을 들려준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점수가 유의하게 차이
가 있었다는 결과와 직장내시경 환자를 대상으로 한 CHlan(2000)의 연구, 대장내시경 환자를 대상
으로 음악의 효과를 검증한 Kerry, John, Brain과 Charles(1994)의 연구, 그리고 심혈관 조영술 환
자에게 음악요법을 적용한 Park와 Kim(2004)의 연구결과와 Wallace(2001)의 연구에서의 불안이
감소되었다는 연구보고와 유사하였다.
반면에 Colt와 Shanks(1999)의 기관지경 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음악을 들려주었지만 불안 감
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국소마취 라식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Park(2002)의 연구에서
의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불안 감소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이는 내
시경 검사 중 기관지경 검사와 같이 검사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호흡곤란이나 심한 통증으로 인
해 대상자가 검사 중 음악에 집중하기 어려운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또한 레이저 라식 시술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눈 위치를 바꾸면서 협조해야 하므로 음악에 집중하게 여려웠다고 볼 수 있
겠다.
한편 VAS불안 점수가 검사 전 보다 검사 중에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방광내시경 검사 시 신체
가 노출되고 미지의 진단에 대한 불확실성과 방광암 수술 후 정기검진 환자들이 재발에 대한 두
려움으로 불안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위내시경 검사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동안 그 불안 정도가 최고였다는 Jankowski(1990)의 보고와 박연
과 Hong(2003)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음악요법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불안의 생리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활력징후인 혈압과 맥박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심혈관 조영술 환자에게 음악요법을 제공한 Park과 Kim(2004)의 연구에서 불안이 감
소되었지만 대상자간의 활력징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수술환자를 대상
으로 한 Kim과 Jun(2000) 그리고 Kim(2002)의 음악요법이 활력징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보고와 유사하였다. 한편 Park과 Hong(2003)의 위내시경 검사 대상자에게 음악요법을 적용한
결과 혈압은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았으나 맥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보고와 심혈관 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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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Kang, Park과 Park(2002)의 연구에서 정보제공과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이완기 혈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Kim(1992)의 근골격계 외상 환자의 통증 및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 음악요법이 수축
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에 차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음악요법이 혈압, 맥박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것은 검사의 중요성, 위협정
도, 활력징후 측정도구의 정확성 부족, 개인의 차이 외부환경에 따라 활력징후가 순간적으로 변화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어 확실한 통제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음악요법이 방광내시경 검사 시 주관적 불편감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음
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주관적 불편감 점수가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Park과
Hong(2003)이 보고한 위내시경 검사 중 대조군과 실험군의 동통을 포함한 긴장감, 호흡곤란, 오심
등 주관적 불편감 점수에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이는 위내시
경검사 환자를 대상으로 이완음악을 적용한 결과 환자들이 진정되어 내시경검사에 견딜 수 있는
내인성을 유의하게 증진시켰다는 Bampton과 Draper(1977)의 연구결과와 연관지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이 방광경검사 대상자의 정서적인 안정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긴장감을 완화
시켜 주관적인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중재는 동일하지 않지만 방광
내시경 검사 대상자에게 이완술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불안, 긴장과 통증 강도, 비언어적 불편감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고 보고한 Park(1988)와 Lee(2003)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이완술이나 음악요법은 대상자의 불안을 훨씬 감소시킴으로서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상태를 달라
지게 하여 긴장정도와 통증반응을 낮게 나타나게 하는데 도움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검사 중 대조군과 실험군의 객관적 불편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
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환자를 대
상으로 한 Park과 Hong(2003)의 연구에서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발한정도, 안
면변화, 신체자세 변화, 성음변화 등 객관적 불편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와 일치하며, 심혈관 조영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Park과 Kim(2004)의 연구에서도 음악요
법을 받은 대상자는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시술 후 얼굴표정과 행동반응에 있어서
보다 안정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보였다. 이 외에도 Kim과 Jun(2000)의 연구에서
환자의 표정, 얼굴색, 그리고 안면의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음악요
법이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오는 음악자체의 특성에 의한 영향으로 환자
의 얼굴표정이 밝고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이상의 결과로 음악요법이 방광내시경 검사 대상자의 혈압 맥박감소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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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으나 불안과 불편감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안전하고 실용적이며 현장에서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라고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음악요법을 제공하여 불안과 불편감을 감
소시키는지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방광내시경 검사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불안과 불편감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G시에 위치한 비뇨기과의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는 환자 중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 20명과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 20명을 대상으로 관찰법, 설문지법을 이용한 비동등
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동질성 검증은 χ²-test와 t-test로, 가설검증은
t-test로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검사 중 불안 점수가 유의하게 낮
았으나, 활력징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음악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음악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검사 중 주관적 및 객관적 불편
감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 음악요법이 방광내시경 검사 대상자의 혈압 맥박감소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불안과 불편감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임상에서 방광경 검사를 받는 환자
뿐만 아니라 방광경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도 음악요법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반복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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