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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Humor as a Nursing Intervention 
for Hospitaliz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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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Humor is an important part of life. Humor has many benefits as an intervention for hospitalized 
children. Humor is one strategy that pediatric nurses can use to help children cope with illness and hospitalizations.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1) review the definition of humor, 2) identify methods and skills in using 
humor as an intervention, 3) identify the effects of humor as an intervention, and 4) suggest further research. 
Method: The design was a descriptive study with literature review. Previous studies were identified by searches of 
MEDLINE, CHNIAL, PUBMED and ProQuest. Results: Humor has positive phys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communicative effects on patients and humor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mune system. Conclusion: The 
main point identified from this study suggests that humor as a nursing intervention be developed for nurses to use 
with children who are hospitalize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programs for humor as an intervention 
for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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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동은 급, 만성질환 및 사고나 충격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서 입원이라는 상황을 맞곤 한다. 아동의 입원은 정상적인 생

활로부터의 균형 상실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감소, 친구들과의 놀이의 제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 전체 치료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Dowling, 2002). 입원기간 동안 아동에

게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문제는 무료함과 권태로움, 친구관계

로 부터의 소외감, 오락을 할 수 없다는 것, 주사 및 검사등

과 같은 침습적 처치로 인한 불안과 공포 등이며, 이로 인한 

결과는 스트레스 증가및 질병치료 과정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게 된다(오진아, 2004). 이러한 아동의 문제요인들을 위

해 입원 초기부터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그 방법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것, 질병과정을 이해

하도록 돕거나, 일시적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간호 중재는 반드시 요구되며 가능

하면 입원초기에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입원 아동을 위한 중재로 교육, 정보

제공 프로그램, 치료적인 놀이, 미술, 음악중재 등과 같이 적

절한 간호중재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방

법은 소아암 및 발달지체아동과 기타 특정질환을 가진 대상

자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중재 방법에서도 아직 많은 제한점

이 있다(김은주 & 조경미, 2000). 따라서 앞으로의 중재 방향

은 포괄적인 아동대상에게 좀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간호중

재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유머중재

가 관심을 받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유머중재 효과는 아

동들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해 다른 각도의 시각을 제공

해주는 한편, 아동들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생각하

도록 하여 긍정적인 상황으로 유도한다(Bennett, 2003). 유머

중재는 아동의 불안, 공포, 좌절감 및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아동의 면역을 강화시켜 감염 등

을 감소시켜 준다(Dowling, Hockenberry & Gregory, 2003).  

또한 사회적인 적응과 행동문제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하

는 한편, 자신은 물론 의료인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즐거운 감정

과 경쾌함, 행복감, 희망 등을 유발한다(Frankenfield, 1996).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 최근 유머중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은 유머와 웃는 것을 좋아하며, 유머감각과 함께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상황을 원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아동을 위해 유머중재는 간호사들이 매우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어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Bennett, 

2003). 특히 간호사는 아동 간호 시 유머를 사용할 수 있는 

일차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중재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아동간호학 분야에서의 중요한 과

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원 아동을 위한 유머중재에 대한 

개념 및 역사, 유머중재의 효과, 아동을 위한 유머중재 활용 

및 연구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간호학분야에

서의 유머중재 적용과 그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한 기초적 

토대 구축과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선행연구 문헌을 바탕으로 유머 중재의 이론적 

기초와 중재의 효과 분석을 통해 아동간호학 분야에서 입원

아동을 위한 유머 중재의 간호학적 적용방안과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간호학분야에서 적용될 유머중재의 이론적 기초

를 분석한다.

둘째, 입원아동의 특성과 유머중재의 효과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한다

셋째, 입원아동을 위한 유머중재의 방법을 모색한다.

넷째, 입원아동을 위한 유머중재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고찰

유머중재에 관한 문헌 고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국

내논문은 KERIS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로부터 1970~2005년

의 간호학 학위논문, 국내학술지논문과 기타연구논문에서 유

머와 아동을 주 개념으로 하는 연구를 선별하였다. 국외논문

은 MEDLINE, Pub Med, CINAHL, ProQuest에서 1980~2005

년에 발행된 유머와 아동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수집 하여 

고찰하였다.

유머의 이론적 기초
유머의 개념

유머는 익살, 해학, 기질, 기분을 가리키며, 사랑, 취미, 기

질 따위를 만족시키는 것을 지칭한다(동아출판사 백과사전, 

2002). Oxford(1978)사전에서는 유머에 대해, 마음이나 기분의 

상태이며 어이없고 익살스러운 것, 재치보다는 동정적이며 덜 

지적이지만 웃음을 자아내는 것으로 지각되는 재능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Pasquali(1991)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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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유머감각은 개인의 신

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영적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유머는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거나 우습다고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갖도

록 도와준다 (McGhee, 1979). 이는 아동기에서 노인기에 이르

기까지 언어. 표정, 몸짓, 글과 그림 등의 방법을 통해 나타나

며 인간의 감정표출과 의사소통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삶의 과정에서 신체적인 활력 및 심리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

다주며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정서 함양에 효과적이다

(Pasquali, 1991). 류종환(2002)은 유머를 단순한 지적인 생각

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행동을 포함한 것이고, 전달자가 유머

의 표현 방법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를 수용자가 지각하고 반

응할 수 있도록 표현된 상징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유머와 유사한 것으로 웃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유머와 웃음사이에는 개념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Martin

과 Lefcourt(1984)에 의하면 웃음은 유머에 대한 생리적, 행동

적 반응 즉, 유머나 즐거움, 기쁨들에 대한 행동반응이며, 유

머는 웃음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구체적인 상위의 인지적, 정

서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유머는 공감적인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고 사건과 상황 등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정신적 경험이

며, 이에 대한 감정과 사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

나는 것이 웃음이나 미소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박지

애, 2005). 유머로 인해 발생되는 웃음은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수한 감정의 표현방식이다(McGhee, 1979). 

이와 같이 문헌을 통해 유머에 관련된 개념을 총체적으로 

요약하여 아동간호에 적용해 보면, 간호사와 함께하는 유머의 

상황들은 아동을 즐겁게 하거나 웃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 만들어 입원아동의 치료과정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머 이론의 발전

유머를 간호중재로 사용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 탐색 이

론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일반화된 것은 없다. 

Bellert(1989)는 유머관련이론은 세 단계의 발달 과정이 있다

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이론 전 단계이다. 고대 그리

스 시대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로 웃음이나 미소에 대한 상

관성 연구와 관찰 연구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단계이다. 이론 전 단계보다 구체적인 유머 관

련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농담, 위트, 코메디 및 유머의 차이점

에 대한 분석이 그것이다. 유머는 청소년기에서 성년기 동안 

무의식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는 가장 최근

의 유머이론에 대한 인지적 접근이다. 인지적 유머 이론가들

은 사람들이 왜 웃는지에 대한 이유와, 유머가 태도나 행동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를 밝히려고 하

였다.

Martin과 Lefcourt(1986)는 유머이론을 각성, 불일치, 우월성

의 세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웃음은 즐거운 각성을 증가

시킨다고 하였고 불일치 이론에서는 유머가 상식이나 논리에

서 벗어나 두서없는 상황이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월성 이론에서는 유머가 다른 사

람을 얕보거나 무시하여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에 웃게 

된다는 것으로 외적 환경을 통제하여 자신감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아동의 유머 발달 

정신발달 이론가들은 유머 감각이 아동기에 획득되며 신체

적, 인지, 언어적 발달단계와 같은 양상으로 발달한다고 설명

한다. 유머의 발달은 영아기 때부터 서서히 시작되는데, 행위

적인 유머, 유아기에는 사물이나 사건이 부적절한 이름 붙이

기 등 언어적 수단과 함께 확장된다. 아동기에는 사물의 왜곡

된 표현들, 논리에 맞지 않는 생각들과 함께 여러 단어의 의

미를 이해하면서 익살, 농담 등의 유머가 발달한다. 아동의 

유머는 독창적 자발적이며, 자연스럽게 성인들의 유머와 같이 

발달된다. 특히 아동들은 의사소통, 동료간의 친밀감과 동일

시, 삶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의 삶 속에서 유

머와 함께 성장한다(Southam, 2005). 

유머에 대한 발달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마다 차이

가 있지만 아동의 타고난 특질로서 끊임없이 수정되며, 그것

의 본질은 환경과, 사랑과 함께 발달된다. 아동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유머를 직,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즐기고 

그리고 새로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되풀이 한다(양승희, 

2003). 아동의 유머의 발달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와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행동의 중요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다.

입원아동의 특성과 유머
아동은 성장 발달하면서 감각하고 사고하며 환경과 끊임없

이 상호 작용하는 존재이다. 아동은 입원했을 때, 새로운 병

원 환경, 설치된 의료기계, 새로운 소음, 수술 및 치료과정 등

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배정자, 2000). 치료과정의 

요추전자, 혈액채취, 드레싱 교환, 주사 등의 절차 등도 대부

분의 아동들에게 불안, 공포 등을 야기한다.

더욱이 아동이 치료과정에서 부모 및 친구들과 격리되는 

상황일 때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체

적인 긴장, 동통, 운동의 제한점 등이 아동 자신에게는 충격

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입원 상황에서는 치료과정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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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환경 자체로 인한 자극 및 아동에게 여러 수준의 공포를 

유발하여 병원생활에 대한 적응을 저해한다.

입원아동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의료팀과 아

동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병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가 조절능력을 

저하시켜 치료의 지연 등 퇴원 후 정서적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다(임숙현, 2003). 이러한 간호문제를 초기에 중재하지 

않을 경우 심한 부적응적인 반응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리적 정신적. 사회적 통합에 위협적

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간호사는 질병으로 입원한 아동의 특성과 함께 그들이 인

지하는 불안 및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간호요구가 무엇

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만족스런 건강정보 및 중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입

원아동과 함께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유머중재는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아동 간호사들은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머

의 효과와, 적용 방법들에 대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

입원아동을 위한 유머중재의 효과
간호 실무에서의 유머 중재 효과는 간호사가 아동의 치료

과정에서 효율적인 상호관계형성 및 다른 의료진들과의 관계

에서 좀더 쉬운 관계를 형성케 한다는 데에 있다. 특히 아동

이 입원 시에 느끼는 불편감, 불안, 공포, 소외감과 당혹감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감소시키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이 

되며 간호사와 환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Wanzer, Booth-Butterfield & Booth-Butterfield, 

2005). 이와 같이 아동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자극하는 유머 

중재는 입원아동을 위한 간호 실무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유머 중재의 효과를 크게 신체적, 생리적, 사회심리적

인 영역으로 분류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유머중재의 신체, 생리적인 효과

유머에 의해 웃는 행위는 근육 긴장도를 감소시키며, 찡그

리는 행위는 근육 긴장도를 증가시킨다. Erdman(1991)의 연구

에서 유머로 인한 웃음은 15개의 얼굴 근육을 수축시킨 후 

곧 이완되어 근육의 긴장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커다란 

웃음은 큰 근육조직들을 활용하여 전신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또한 유머로 인한 웃음의 결과는 카테콜라민을 방출

하여 혈압과 심박동수의 증가와 이완기인 부교감 신경 반응

으로 인해 신체적 통증에 대한 감소와, 즐거운 자극 감지, 대

사율의 상승을 불러온다(Bellert, 1989)고 하였다. 유머가 중추

신경계에 미치는 정확한 효과는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카테콜라민치의 증가로 기억력과 의식상태가 항

진되며, 아동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특히 침상안정

이나 휠체어 생활을 하는 환자에게도 운동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머는 또한 면역 글로블린, 엔돌핀 등을 분비하여 입원아

동에게 나타나는 통증이나 불편감과 감염 등을 감소시켜준다. 

면역의 결과의 한 예는 SIgA 수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Ditlow(1993)는 유머 비디오를 이용한 중재에서 비디오를 보

기 전후의 타액을 수집하여 유머대처기전 인지도와 IgA 농도

의 변화에서 실험 대상자에서 IgA 수치가 증가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더욱이 유머로 인한 웃음으로 IgA 수치의 증가결과는 호흡

기 질환으로 입원한 아동에게 환기와 분비물을 제거하여 순

환을 활발케 하며, 조직 내의 산소 및 영양분 운반을 통해 면

역물질이 활성화되어 아동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혀 준

다고 보고하였다(Erdman, 1991).

이와 같이 유머를 적용하면 입원아동의 신체적, 생리적인 

증상을 위해 치료과정에 있어서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머중재의 정신, 심리적인 효과

유머는 입원아동과 의료인들과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 병

원 환경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관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Frankenfield, 1996). 치료과정에서 유머와 

함께 아동심리적인 편안함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동에게 

건강하고 적극적인 대처전략과 아동이 질병으로 인해 극복해

야할 과제를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해 준다. 또한 의료인과의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동

의 심상의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아동 스

스로 강력한 방어과정으로 작용하여 적의감이나 욕구를 표현

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해소케 하므로 정신 에너지를 

보전하는 정화작용을 한다(Ditlow, 1993). 

유머와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Ditlow(1993)는 수술 

후 진통제 투여 전 짤막한 익살 경구를 함께 들려준 결과 통

증인지가 훨씬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유머는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효과를 나타내고 병원환경에서 경

험하는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과 함께, 유머로 

인한 이완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Schreiner, 2004).

특히 유머의 심리적 효과는 아동이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고자 할 때, 불안, 적대감, 공격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응급실, 중환자실과 특수한 상황에서 아동 및 가족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지지해 주고자 할 때 매우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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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chreiner, 2004). 그러므로 간호사들이 아동을 위한 유머중

재를 적용하기 전에 스트레스와 우울 그 외 심리적인 문제들

을 지각하고, 이해하여 아동이 유머와 함께 문제를 효과적으

로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유머중재의 정서, 사회적인 효과

유머의 적용은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료진들이 대

화를 요청할 때, 말하기가 난처하고, 두려운 대상과 함께 대

인관계에 접근하기 어려울 때, 원활한 의사소통과 갈등 파악, 

간호사와 아동간의 개방적 관계에 효과적이다. 특히 진단이나 

치료에서 오는 과도한 충격을 피하기 위한 유머중재는 아동

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인지적 전환을 일으킨다

(Wanzer, Booth-Butterfield & Booth-Butterfield, 2005).

유머로 인해 웃는 사람은 생물학적 생존 가치를 갖는 안녕

과 타인을 위하여 즐거움의 여유 있는 감정을 자극 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런 생존 가치는 사회적인 적응기능을 제공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불행 가운데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웃

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에너지는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다시 

활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회적 정서적인 갈등에서 

자유로워지는데 효과적이다. 이에 유머중재는 입원아동의 긴

장과 어색한 분위기를 밝게 하고자 할 경우에 효과적이다

(Wanzer, Booth-Butterfield & Booth-Butterfield, 2005). 

유머중재 효과의 사례

Erdman(1991)의 연구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머 관련 연

구를 실시한 결과 2년이 경과한 후 유머는 암을 앓고 있는 

아동들이 삶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고하였다. 

“만약 내가 유머가 없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진술과, “ 병원 방문, 입원, 혈액검사, 머리카락과 

몸무게의 감소 등이 발생하는 과정 중에 많은 것을 잃어 버

리게 되었지만 유머는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

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것은 질병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했다고 하였다.

 Frankenfield(1996)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선호하는 유머감

각에 따라 유머 중재를 시행한 결과 불안이 감소하였으며 유

치 카테터 시술시 아동의 협조가 증가했다고 하였다. 아동에

게 유치 카테터를 삽입할 때 유머중재를 적용하기 전 발버둥

과 함께 소리를 치는 행동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간

지럼 태우기 농담 우스운 영화관람 등의 유머중재를 몇 주

간 적용한 후에는 평균 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골수이식 후의 아동도 유머 요법으로 인한 유머감각 강화

가 격리상황과 치료 결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등을 감소시

켰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골육종을 가진 한 청소년도 2년에 

걸친 화학요법 과정 동안, 의료진과 나누었던 즐거운 농담이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고 회고하였다

(Dawling, Hockenberry& Gregory, 2003). 이와 같이 여러 유머

중재결과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질병과 함께하는 입원

아동의 상황과 함께 간호사의 유머 중재는 전인적인 간호의 

기본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입원아동을 위한 유머 중재의 적용방법
유머 중재방법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여러 영

역에서 연구되어 왔다.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유머의 치료

적인 효과를 기록하였고, 프로이드는 정신치료요법으로 유머

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임숙현, 2003). 1970년대는 유머의 적

절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과 치료 수단으로서의 여러 방법, 체

계화와 훈련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1980년대에는 유머에 대

한 관심과 흥미에 관한 연구가 강화되었고, 유머의 정의, 유

머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지지와 그 기법, 실제적인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에 집중되었다. 1990년대 이후 현재에는 

임상적 이용과 특수한 치료적 접근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Vergeer와 MacRae(1993)은 치료적 유머 적용에 대한 현상

학적 연구에서 유머의 치료적 측면, 유머 사용 금기, 동료간

의 유머, 유머와 놀이, 유머와 환경, 균형을 제공하는 유머,  

대상에 대한 유머의 효과, 평가와 치료 도구로서의 유머, 자

가 치료로서의 유머, 대처기전으로서 유머, 환자와의 유머 사

용 등의 주제를 결과로 확인하였다.

아동간호사는 유머 적용을 위한 주의 깊은 사정, 유머의 적

용시기, 유머에 대한 적응정도, 유머효과가 어느 경우에 발생

되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미리 고려하며 평가에 대한 것을 포

함한 간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동에게 유머중재를 적

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환자를 먼저 세심하게 사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동에게 적용될 유머중재의 방

법과 프로그램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적합한 유

머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중재 전에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인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입원아동이 평상시 유머에 익

숙하지 않거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유머를 활용하

는 데 익숙하지 않다면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유머가 부적절하며 유머중재는 감정에 상처를 주게 되고, 

불안, 적대감, 당혹스러움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이영미, 

2003). 다음으로 유머중재 적용 전에 아동의 승인이 우선 필

요하며, 스케줄에 대하여 설명한 뒤 중재를 시작해야 한다. 

유머 중재는 통증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치료를 위해 대체

하는 것과 같이 설명해야 한다. 아동이 유머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하고 가능하면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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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포함된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Frankenfield, 1996).

유머중재를 적용하는 시기는 아동이 과거에 유머를 적절하

게 활용한 경험이 있거나, 불안이나 공포의 상황이 너무 극심

하거나, 통증 등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 때 효과적이다. 극심

한 스트레스 상황일 경우 유머가 적절한 대처기전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 시기를 다시 조절하는 것이 좋다

(Dowling, 2002). 일반적으로 유머 적용의 시기는 아동이 한가

하거나, 지쳐있을 때, 긴장되거나 의료인과 아동 사이가 어색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머를 중재하는 시간은 매우 중

요하다. 김희진(1995)의 유머중재와 시간에 대한 결과에서 간

호대상자들은 아침보다는 오후나 저녁시간에 정신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좋다고 하였다. 유머중재를 하는 시간은 점심, 

혹은 오후가 가장 좋으며 저녁시간, 식사 시 그리고 오전시간 

순이 된다. 유머 중재 적용시간은 10~20분이 가장 선호되며, 

유머 중재의 형태는 개인보다 집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유머중재의 적용 전 후의 시간은 중재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이므

로 전체적인 시간배정은 대상자의 상태, 성격, 지적 능력을 

고려하여 참고로 하는 것이 좋다. 

실제 아동을 위한 유머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간지러움 태우기, 크

게 웃기, 재미있는 노래하기, 동화책 읽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기 및 듣기, 유머관련 비디오 보기 등이 있고 좀더 움직임

이 필요한 유머 중재는 손뼉 치기, 간단한 게임하기, 숨바꼭

질 및 기타 활동적인 유머 중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은 아동에게 쉽게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행복한 느낌을 갖도

록 도와준다.

그러나 입원한 아동, 특히 불안, 통증이 있는 아동에게 유

머중재를 하기 위해서 익살스러운 희극배우가 될 필요는 없

다. 간단하게 비누 방울을 불면서 그의 가족과 아동과 함께 

웃음을 나누는 것, 아동을 깜작 놀라게 하거나, 또는 항암치

료주사를 맞고 있는 동안 농담을 이야기 하는 것, 간호사의 

재미있는 표정, 웃음등과 같이 간단한 기술로도 매우 효과적

일 수 있다 (Erdman, 1991).

통증을 위한 간호, 암 치료, 외과수술 후의 조기이상 센터

에서는 유머중재를 재미있는 텔레비전 쇼를 녹화한 비디오와 

혹은 녹음한 시청각 자료를 모든 처치 실시 전에 환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반복적이고, 길고 지루한 치료

시간 동안에 기분전환을 하게 하는 효과적인 형태의 방법이

다(Johnson, 2002).

다른 유머 중재에 적용하는 기술은 농담, 연재만화, 우스운 

이야기, 엉뚱한 장면, 개그, 별난 신호, 아동의 재미있는 표정 

만들기, 어리석은 행동, 익살스런 몸짓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재미있는 그림 그리는 방법, 다양한 

의료기구 놀이, 장난감 놀이, 농담 집 읽기, 건강요원의 광대

차림, 병동으로 개그맨을 초대하는 것(양승희, 2003) 등이 있

다. 또한 가장 중요한 유머 중재 적용은 간호사에 의해 직접 

제공되는 대화 속에서의 유머, 코메디, 만담, 재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 상황에 따라 공식적인 방법보다는 순간

적인 간호사의 창의적인 유머적용 기술이 가능하다면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유머 중재를 실시한 후에 중재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은 웃음의 양, 웃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머

에 의해 나타나는 웃음의 양이 각 개인이 유머를 얼마나 즐

겼는가를 측정하는 필수적인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다(김희

진, 1995). 그러므로 간호사가 직관력을 가지고 아동에게 나타

나는 숨겨지거나 표현되는 웃음, 기쁨, 행복한 표정 등을 잘 

관찰하고 그에 따르는 행동 변화들을 주시하며 변화양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평가의 한 부분이다. 구체적

인 평가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의 감소나 감정, 정서상태 및 

사회성의 호전을 통해 관찰할 수도 있고, 생리적인 변화를 임

상적 검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유머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

히 유머 감각 질문지 SHQ(Sense of Humor Questionnaire), 상

황에 따른 유머 반응 SHRQ(Situational Humor Response 

Questionnaire), 유머대처 척도 CHS(Coping Humor Scale), 유

머생성, 유머감상, 유머대처, 유머속성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

성된 MSHS(The 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SHQ, SHRQ, CHS 등 

세가지 도구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오유진, 1999).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머 평가도구는 전

체적으로 신뢰도가 낮다. 또한 유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

식도 그 나라의 문화마다 다르므로 국내의 아동 간호 현장 

및 여러 대상자에 적합한 유머평가 측정도구 및 유머효과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야 함을 지적하

고자 한다.

입원아동을 위한 유머중재의 연구의 방향

지금까지 문헌을 통해 유머 중재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

법이며 그에 대한 다양한 효과로 인하여 간호실무행동의 하나

로서 점차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 간

호학 실무 영역 에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중재 방향

을 설정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머중재는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간호학 분야에서 특히 입원아동을 위한 유머중재의 개발을 위

한 연구는 많은 효과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국외에서도 Egan, Snyder와 Burns(1992)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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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같이 유머 및 유머중재에 대하여 일관된 간호학적 정의

나 접근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유머가 적용될 만한 개념적 정의

를 정립하고 표준화된 기본적인 중재절차가 간호사들에 의해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앞으로 유머중재 연구의 추후 나아

갈 방향은 우선 유머 중재를 구체화하기 전에 유머와 관련된 

개념으로 자주 동일하게 사용되는 웃음이나 농담, 놀이, 광대 

등의 형태와 같은 용어(Southam, 2005)와 구분되는 유머의 고

유한 개념적 명료화가 국내의 문화적 틀 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종래에 수행된 유머중재에 관한 

연구들이 입원 아동의 불안, 공포, 비효율적 대처, 사회적 고

립 등의 건강문제 관리효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아동의 발달단계, 건강문제의 종류 그리고 아동 외 다

양한 대상자를 위한 유머중재 적용의 구체적인 기본 틀에 대

한 개발연구가 거의 없어 그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더욱

이 연령이나 건강문제에 따른 다양한 아동간호대상자에게 문

제의 예방과 해결에 효율적인 도움을 주는 간호중재의 연구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연구 방향은, 예를 들어 몇몇 학자들이 유머중재와 함

께 면역학적 관점에서 많은 효과들을 증명하였고(Frankenfield, 

1996), 농담 등의 재미있는 유머감각을 보이는 전문가가 입원

경험의 긍정적 대처에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세부적인 연구의 구분이 없다. 그러므로 면역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머중재, 유머감각을 키워 주는 유머적용 등 각

각 처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세부적인 효과를 위해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위해 끊임없는 노

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추후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면 실증적 실험연구 뿐만 아니라 해석학적 접

근의 유머사례연구를 통해 간호학적인 중재 발달에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실무에서의 계속적인 유머중재연구의 확장으로 인해 새로

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실무적용을 통하여 그 효과를 규명

하고 유머 방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게 될 때, 간호학적으로 

새로운 지식 개발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아동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신체

적, 심리적, 병리적인 문제는 물론 입원이라는 사건과 함께 

일상 활동의 제한에 직면하게 되며, 새로운 환경, 의료기구로 

채워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처음 만나게 되는 의료인들과, 낯선 아동들과의 접촉 그리고 

반복되는 침습적인 검사 및 진료행위로 인해 불안, 공포를 경

험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아동에게 치료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성격

이나 신체, 정서 및 행동 발달에 많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재미있는 표현들과 함께 누군가를 즐겁게 만드는 행동은 

인간의 일상생활 및 부정적인 상황에 많은 활력과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유지와 개인을 통제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입원중인 아동에게 제공하는 유머중재는 아동이 스트

레스나 불안한 상태 없이, 편안하고, 모든 치료적인 위기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하여 입원이라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 극복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는 치료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간호사가 입원아

동을 좀더 깊이 있게 사정하고 이해하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유머중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 분야에

서 입원아동을 위한 유머 중재를 활용하기 위해 간호학적 적

용방안과 미래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고자 아동과 유머에 관한 

문헌을 탐색하고 고찰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결론적으로 실무에서 적용된 유머중

재의 정의는 아동들에게 웃음, 기쁨을 주는 것, 대인관계에서 

좋은 애정의 느낌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상황으로 이끌어 신

체 심리적, 병리학적인 문제를 변화 시켜주는 효과를 제시해 

보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유머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입원아동을 위한 유머중재의 적용과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아직도 명료하지 않은 아동의 유머에 대한 개념 확립과 효

과적으로 간호 실무에서 활용 될 수 있는 유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유머 중재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간호사 자신의 전문

적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관심과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유머중재의 실무 효과가 아동간호학 분야 뿐 

만이 아닌 환자의 가족, 성인 환자, 지역사회의 만성질환자들

은 물론, 간호사 스스로도 소진을 예방하기 위 중재방법이 활

성화 되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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