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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

가되었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남녀 노인환자 중 

80%가 2년 이상 장기간 입원하고 있다(Yoo, Seo, & Whang, 

2013).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경우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

음으로 해서 오는 고독감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우울

감이 매우 높고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인 

정서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10). 이러한 노년

기 우울은 인지기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Sung & Lee, 

2016), 노인의 우울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낮게 나타나며, 우

울을 치료하였을 때 인지기능이 향상되고 있는 결과를 보이

므로(Lee, 2012), 노인환자의 우울정서는 노인건강관리에 있어 

의료인이 주의깊게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생리적인 변

화로 호흡기계의 기능 저하가 현저히 나타나며 이로 인해 쉽

게 호흡기 질병에 노출되고, 치료 경과도 좋지 않아 실제 폐

렴으로 인한 사망의 90%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고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3).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노인의 경우 주로 폐의 실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호흡근육의 

약화로 인한 환기부전과 기도 내 분비물 제거장애로 인해 폐

질환이 발생한다(Kim, Jang, & Jo, 2015). 따라서 요양기관에

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호흡근의 강화, 기도 내 

분비물 제거 등의 간호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인의 우울과 폐기능 부전 등에 대한 관리는 병원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데 웃음치료는 언제, 어

디서나 적용이 가능하고, 간호사 훈련을 통해 쉽게 적용가능

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웃음치료는 

대상자의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었으며(Konradt, Hirsch, Jonitz, & Junglas, 2012), 만성 

폐쇄성 폐질환같은 만성질환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건강상태

를 개선하였다는 연구결과 등이 보고되었다(Lebowitz, Suh, 

Diaz, & Emery, 2011). 또한 노인치료과정에서 손뼉치기 등 

보다 손움직임이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손이 뇌의 대

뇌피질을 자극하여 인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

다(Ji & Kim. 2014). 이와 함께 웃음치료 프로그램 과정 중에 

크게 호흡하기, 큰 소리로 웃기 등은 대상자의 횡격막을 확장

하고, 기관지 분비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지는 효과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손동작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인지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아울러 웃음치

료과정 속에 길고, 짧은 호흡, 박장대소 같은 다양한 호흡방

법을 사용하여 기관지의 확장과 분비물 배출 등의 기능이 보

다 강화될 수 있는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하

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우울, 인지기능 및 폐기능의 향

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간호중재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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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요양병원 노인환자의 우울, 인지기능 및 폐기능을 강

화시키는 기능강화웃음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둘째, 기능강화웃음치료 프로그램이 요양병원 노인 환자의 

우울, 인지기능 및 폐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용어 정의

우울

정상적인 기분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함, 

무력감,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 상태를 말하며(Lee & Nam, 

2014),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노인우울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 Korean Version, GDSSF-K)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인지기능

지남력, 판단력, 주의집중, 계산력, 문제해결과 같은 지적능

력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하며(Yoo, et al., 2013), 본 연구에서

는 Korean versio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이하 

K-MMSE)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폐기능

폐의 흉벽과 횡격막 및 폐가 공기를 들이 쉬고 내쉬는 능

력과 공기를 폐포 속으로 분산시키는 능력을 말하며(Lebowitz,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노력성 폐활량(FVC)과, 1초 간 

노력성 호기량(FEV1)을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기능강화웃음치료

일상 속의 재미있는 경험들을 표현하여 긴장을 풀게 하며, 

웃음, 미소, 즐거운 감정을 유발하여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치료법이다(Song, 2010),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율동을 

통한 정서자극과 기억훈련 등의 강화한 인지적 자극과 폐기

능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에게 주 2회, 60분간 12주 동안 총 24회 제공하는 프

로그램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 설계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환자에게 기

능강화웃음치료 프로그램을 12주간 적용한 후 노인환자의 우

울, 인지기능 및 폐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

등성 대조군 전, 후 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실험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실험군과 대조군을 

분리하여 500m 거리내에 있으며 유사한 크기의 두 개 요양병

원을 선정하여, 65세 이상의 요양병원 입원환자이며, 의사소

통과 거동이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항우

울제 약물치료나 정신과 병력의 처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호흡기 질환에 대한 약물치료나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은 환

자로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2회이상 결석하면 탈락으로 처

리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선행연구 Ji와 Kim(2014)의 연구를 

근거로 효과크기 0.8, 통계적 검정력 .80, 집단의 수는 2로 하

여 G*Power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결과 각 군당 21명이었으

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조군 30명과 실험군 30명을 각각 선

정하였다. 환자는 1개 병원은 실험군으로, 1개 병원은 대조군

으로 배정하였으며, 연구과정에서 실험군 5명, 대조군 5명이 

탈락되어 최종 대상자는 각각 25명이었다. 

본 연구에 있어 대상자를 경기도 소재 2곳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실험군과 대조군을 다른 지역에서 

선택함으로서 제 3변수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연구 도구

우울측정 도구

우울측정 도구는 Yessavage 등(1983)이 개발한 노인우울척

도(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Kee(1996)가 번안한 한국형 

노인우울척도(GDSSF-K)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5이었다. 5점을 절단점으로 0~4점은 정상상태, 5~9점

은 경증우울, 10~15점은 중증우울로 구분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alpha = .73이었다.

인지기능 측정도구

인지기능 측정도구는 Folstein Folstein과 McHugh(1975)가 

개발한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을 Kang, Na와 

Han(1997)가 노인에게 적절하게 수정보완한 Korean versio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MMSE)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이었으며 총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은 정상, 18∼23점은 경도 인지기능 장

애, 17점 이하는 중등의 인지기능 장애로 분류하였다. 본 연

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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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폐기능의 측정은 휴대용 폐기능 측정기 Micro 

GP Spirometer(모델명:ME4 4QY, Care Fusion Company, Kent, 

UK, 2012)를 사용하여 노력성 폐활량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

을 측정하였다. 노력성 폐활량 측정은 1회용 마우스피스를 문 

후 최대한 숨을 들이쉰 후 최대 호기를 하여 3회 반복 측정

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3회 측정

한 것 중 가장 높은 것을 사용하였다. 측정결과 80% 이상을 

정상으로 판독한다.

실험처치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 중 1인은 웃음치료 중재를 위해 2006년 웃음 

연구소에서 웃음 치료사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소지하였고, 대학병원 암환자 웃음치료에 보조강사로 꾸준히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연구 보조원 2인도 웃음치료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각 병원 등에서 웃음치료를 직접 실시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기능강화웃음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도입단계, 전개 및 증진단계, 마

무리 단계로 1회 60분, 주 2회, 총 12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

램 구성은 노인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라하기 쉽고, 반복

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 도입단계에서는 10분간 옆 사람

과 인사하는 등 즐거운 분위기와 동기를 조성하는 과정을 가

지며 전개 및 증진단계에서는 40분동안 즐거운 음악에 맞추

어 노래와 율동을 함께하며 다양한 손운동과 박수 등을 시범

보이고 따라하도록 구성하였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10분동안 

흥분된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인의 소감으로 마무리하도

록 계획되었다. 프로그램은 1회 60분, 주 2회, 총 12주로 구성

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구성된 프로그램은 간호학 교수 1인, 요양병원 의사 1인, 

요양병원 간호과장 1인, 수간호사 2인, 웃음치료전문가 2인 

등 총 7명에게 내용의 타당성과 진행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

다. 그 결과 노인에게 적용이 어려운 몸동작과 빠른 음악을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내용을 10명

의 노인에게 2회의 사전조사를 통해 반응을 확인하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4년 5월 23일부터 2014년 8월 17

일까지이었으며 자료수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전조사

연구대상자의 우울, 인지기능 및 폐기능의 사전조사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각각 시행되었다. 우

울, 인지기능은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폐기능은 spirometer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와 폐기능 측정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약 30분이었다. 

실험군에 대한 기능강화웃음치료 프로그램 적용

실험군에게는 2014년 5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주 2회(월, 목), 오후 2시에 60분씩 총 24회기를 

해당 요양병원 3층 프로그램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연구자와 

사전 훈련된 연구보조원 2인이 함께 진행하였다.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12주간의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2014

년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사전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수,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를 하였고,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도구의 신뢰도검증은 Cronbach’s alpha로 분석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먼저 A 

대학병원 기관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AJIRB 

-MED-SUR-13-347). 연구대상자에게는 자료 수집에 대한 승인

과 협조를 문서로 받았으며, 대상자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음을 알렸다.

연구 결과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군별 동질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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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50)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 

(n=25)

Control group 

(n=25) χ2 p
n(%) n(%)

Gender
Male 3 (12.0) 4 (16.0) 0.17* 1.000
Female 22 (88.0) 21 (84.0)

Age
Under 75 6 (24.0) 9 (36.0) 0.86 .651
75~79 12 (48.0) 10 (40.0)
Over 80 7 (28.0) 6 (24.0)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18 (72.0) 21 (84.0) 1.05 .306
Over high school 7 (28.0) 4 (16.0)

Marrital status
Married 6 (20.8) 2 ( 8.0) 1.65* .247
Unmarried 19 (79.2) 23 (92.0)

Religion

Protestant 8 (34.8) 8 (32.0) 1.92* .589
Catholic 6 (26.1) 6 (24.0)
Buddist 3 (13.0) 7 (28.0)
None 8 (26.1) 4 (16.0)

Chronic diseases
Under 4 kinds 18 (72.0) 14 (56.0) 1.39 .239
Over 4 kinds 7 (28.0) 11 (44.0)

Admission periods
Under 18months 4 ( 8.7) 5 (20.0) 1.23* .419
Over 18months 21 (91.3) 20 (80.0)

* Fisher's exact test

<Table 1-1>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N=50)

Variables
Exp.(n=25) Cont.(n=25)

t p
Mean±SD Mean±SD

Depression 9.00±3.24 8.44±3.11 .62 .536
Cognitive function 20.92±3.37 20.68±2.50 .29 .776
FVC 71.36±9.03 70.56±10.52 .29 .774
FEV1 70.20±5.53 68.84±7.86 .71 .483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FVC: Forced Vital Capacity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두 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연구대상자의 종속변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종속변수인 우울(t=.62, p=.536), 인

지기능(t=.29, p=.776), 노력성 폐활량(t=.29, p=.774)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t=.71, p=.48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어 두 그룹은 동질한 집단으로 해석되었다(Table 1-1).

효과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우울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6.92±3.04점이고, 대조군은 7.84±3.31점이었으나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02, p=.311). 사후 인지기

능의 경우에는 실험군은 22.48±3.03점이고, 대조군은 19.56± 

3.28점으로 실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3.27, p=.002). 또한 사후 노력성 폐활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76.08±7.39%이고, 대조군은 69.32±9.63%으로 

실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2.78, p=.008), 

사후 1초간 노력성 호기량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

군은 73.68±5.47%이고, 대조군은 65.68±5.96%로 실험군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4.95, p<.001) (Table 2).

논    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노인환자에게 기능강화웃음치료 프로그

램을 적용 후 그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병원 노인환자에게 기능강화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적용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우울정도가 더 많이 감소되었

지만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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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laughter therapy program on depression, cognitive function, FVC. and  FEV1 (N=50)

Variables
Exp.(n=25) Cont.(n=25)

t p
Mean±SD Mean±SD

Depression  6.92±3.04  7.84±3.31 -1.02 .311
Cognitive function 22.48±3.03 19.56±3.28  3.27 .002
FVC 76.08±7.39 69.32±9.63  2.78 .008
FEV1 73.68±5.47 65.68±5.96  4.95 <.001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FVC: Forced Vital Capacity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웃음치료를 통해 노인대상자

의 우울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Lee와 Eun의 연구

(2011)에서는 주 2회, 총 8회의 웃음치료를 통해 노인환자의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Ji와  

Kim(2014)의 연구에서도 경도의 인지장애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

를 보였다. 그러나 Kim(2006)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Che(2013)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웃음치료 효과에서도 우

울이 차이가 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국내 연구에서는 우울에 있어 웃음치료의 효과가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Hsieh, Chang, Tsai와 

Wu(2015)는 노인들의 우울에 대한 치료효과는 장기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Sattin, Easley, Wolf, Chen와 

Kutner(2005)의 연구에서도 노인에게 있어 적어도 14주 이상

의 중재를 실시해야 우울감소의 효과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기간이 12주로 장기간이라 할 수 있는 기

간이 아니며, 또한 본 연구대상자들의 사전우울점수가 평균 9

점으로 경증의 우울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우울수준

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보다 장기적인 기간의 중재가 필요로 

할 것으로 해석된다. 추후 연구에서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

자로 중재할 경우 최소 14주 이상의 중재기간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볼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웃음치료 중재

를 통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실험군의 사전점수가 9점에서 사후 

6.92점으로 떨어져 노인환자의 우울이 감소되었다는 점은 적

게나마 프로그램 중재의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Son, Ju

와 Kim(2012)의 연구에서도 경증치매노인의 우울점수가 통계

적으로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중재 후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우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

라서 요양병원 의료인들은 입원환자의 우울수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원 초기부터 우울에 대한 사정과 진단을 통해 조

기 중재를 시행하여 우울증상으로 인한 2차적 문제발생을 차

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능강화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

조군보다 인지기능이 향상되었다. 이는 시설거주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웃음치료를 적용한 연구(Lee, 2012)에서도 인지기능

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경도 인지장애가 있

는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한 Ji(2003)의 연구에서 웃음중재를 

제공한 후 인지기능이 높아진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

구에서는 웃음치료 뿐 아니라 기억훈련 등을 포함하여 인지

기능강화에 사용하는 여러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이러한 기능

강화훈련은 인지기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

다. Kurz, Pohl, Ramsenthaler와 Sorg(2009)의 연구에서는 인지

장애가 있는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20회기에 걸쳐 기억력 향

상훈련 및 인지강화 중재를 적용하여 인지기능 향상을 보고

하였고, Rojas 등(2013)의 연구에서도 경도 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24주 동안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노

인의 인지기능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인지기능정도가 대조군의 경우 사전 20.68점에서 12주 

후에 19.56점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요양병원에서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방치하

게 될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지속적으로 악화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Ji(2003)의 노인중재 프로그램 

효과 연구에서도 대조군이 중재 전 19.75점이었는데 8주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고 측정한 점수가 18.44점으로 떨어지

는 현상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

서 요양병원 노인환자에게 우울의 감소뿐 아니라 인지기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능강화 웃

음치료 프로그램은 간호사가 일정한 교육과 훈련만 받으면 

특별한 장비나 도구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기관차원에서 간호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훈련시키고,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여 환자들

에게 주기적인 간호중재로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 기능강화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폐기능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 폐기

능의 기준으로 측정한 노력성 폐활량은 실험군의 경우 

71.36%에서 중재 후에는 76.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

되었고, 대조군은 사전 70.56%에서 12주 후 아무런 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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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않고 측정한 결과가 69.32%로 측정되어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게 호흡과 관련된 중재를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

면 폐기능이 감소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초간 

노력성 호기량도 중재 전 실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폐

기능이 향상되었으나, 대조군은 중재 전 보다 감소되는 양상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폐기능 향상을 위하여 크고 유쾌하

게 웃는 웃음은 심장과 순환기계 및 호흡기에도 다양한 효과

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보고한 Sugawara, Tarumi와 Tanaka 

(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유쾌한 웃음은 흡기와 

호기, 그리고 그 중간의 쉼이 각각 다양하게 조정되면서 호흡

의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며 폐기능 강화효과가 있다고 주장

한 Lebowitz 등(2011)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웃음치료를 통

한 폐기능 효과를 검정한 국내 선행연구는 찾지 못하였으나 

간단한 호기 및 흡기호흡운동을 통해 수술노인의 폐환기능과 

폐 합병증을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다(Ku & Whang, 2016). 

이렇듯 노인의 폐기능은 호흡관련운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웃음의 경우 호흡과 운동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크게 웃는 박장대소의 웃음은 횡격막 호

흡 운동과 전신운동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입술오므리

기 등은 폐용적을 강화하여 폐의 환기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

다. 이러한 호기능력의 기능향상은 기침능력의 증가로 기도 

내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노

인의 호흡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공한 주 2

회의 웃음중재는 생활 속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

고 실천할 수 있는 호흡기능증진방법으로 추후 병원뿐 아니

라 지역사회,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

안 노인대상자의 호흡기계 기능을 장기적 관점에서 강화하도

록 시도한 연구나 중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구체

적 실천방법의 부족과 의료진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한다

면 이는 요양병원 노인환자의 호흡기계 기능을 강화하는 바

람직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폐기능에 있어 노력성 폐활량이 실험

군은 71.36%, 대조군은 70.56%로 모두 정상수치인 80% 이상

에 못 미쳐있고, 1초간 노력성 호기량도 실험군 70%, 대조군

은 68%로 정상치 80%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실험군의 경우 

12주의 중재기간이 지난 후 향상되었으나 정상범위에 도달하

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폐기능 강화운

동을 시행하고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정상범위 도달여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특성은 소극적이며 대부분 수동적이고 

지역사회 노인보다 우울상태가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기능강화웃음치료 프로그램 진행 중 매 회기마다 즐겁

게 웃고, 함께 협동하는 활동은 요양병원 노인의 저하되어있

는 신체 운동성을 활발하게 하고 즐거움의 정서를 느끼게 하

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웃음치료 중재과정에서 참

여한 실험군 대상자들은 웃음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할수록 “웃

음치료시간이 기다려진다.”, “정말 기분 좋고, 이렇게 크게 마

음껏 웃어 본 적이 없었다.”라며 밝은 표정으로 변화가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추후 특정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

인환자군에게 중재연구를 시도하여 웃음치료의 효과를 보다 

광범위하게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노인들의 우울, 인지기능 및 

폐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

상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환자 중 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을 대상으로 실험군에게 1회당 60분씩, 12주 동안 총 24

회기의 웃음치료를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기능강화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인지기능, 노력성 

폐활량과 노력성 호기량이 향상되었으며, 우울정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장기간 요

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기능강화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인지적 기능과 폐기능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간호현장에서 적극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요양병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가정에 있는 대상

자들에게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간호실무로서

의 의의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입원 노인환자의 경우, 

입원초기부터 우울, 인지기능 및 폐기능을 사정하여 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노인대상자들에게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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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iveness of a Laughter Therapy Program : Focusing on 
Depression, Cognitive Function and Pulmonary Function among 

Elderl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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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aimed at constructing and examining the effects of a laughter therapy program for 
elderly 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Methods: A prospective, two-group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and 50 patients (25 experimental and 25 control group patients) from two long-term care hospitals in Gyeonggido 
province, South Korea, were study participants.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24 laughter therapy sessions twice 
a week for 12 weeks, and the control group received laughter therapy after data collection.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y 26 and August 17, 2014. Results: The level of cognitive function for the experimental group 
increased(t=3.27, p=.002). The level of forced vital capacity (t=2.78, p=.008) and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t=4.94, p<.001) increased among members of the experimental group.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aughter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cognitive and pulmonary functions among older patients who 
were receiving long-term care in hospitals. This program could be used for community-based elderl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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