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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웃음치료가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효과

Effect of one time laughter therapy on job stress and job involvement 
of geriatric hospital workers

한미라*, 강지숙**

Han Mi Ra*, Kang Ji Sook**

요 약 본 연구는 일회성 웃음치료가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J도 I시 소재 노인요양병원 두 곳의 업무종사자

로 실험군과 대조군 각 40명씩이었다. 대상자에게 일회성 웃음치료 적용후 전후 혈압, 맥박, 혈중 코티졸 농도를 측정

하였고, 설문지를 통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수축기혈압, 혈중 코티

졸 농도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따라서 일회성 웃음치료는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의 스트레스의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간호중재임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노인요양병원, 웃음치료, 직무몰입, 직무스트레스, 코티졸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pare a basis to apply one time laughter therapy in clinical 
circumstances as an intervention for reducing job stress and improve job involvement of geriatric hospital 
workers by identifying the effect of one time laughter therapy on their physiological stress responses, job stress, 
and job involvement.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design to validate the effect of 
one time laughter therap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included 80 staffs of 2 geriatric hospitals located in I 
city, including 40 persons in eac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after explaining sufficiently study purpose,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measurement, serum cortisol level 
measurement, and a questionnaire on job stress and job involvement and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2 times 
each,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al procedure. For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est, Fisher’s exact test and t-test were conducted using SPSS Win 19.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systolic blood pressure and the serum cortisol level were reduced significantly.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job stress and job involvement. Therefore, it was identified that the one time laughter therapy wa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to reduce physiological stress response of geriatric hospital workers.

Key words : Cortisol, Geriatric Hospital, Job Involvement, Job Stress, Laughter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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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

입한 우리나라는 2013년 현재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가 12.2%를 차지하였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노인요양병원과 그에 따른 입

원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노인요양병원은

2001년 28개에서 2013년 1,206개에 이르며, 입원 환자

수도 2001년 0.5만 명에서 2011년 23.4만 명으로 급증

하였다[1]. 또한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 부양의 사회적

책임이란 인식변화에 발맞추어 2000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요양병원을 포함하여 노인요양시설

이 확산되었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증가하는 추

세이다[2]. 노인요양병원은 급성치료와 단기치료를 위

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과는 달리 입

원에서 임종은 물론 호스피스까지 포괄하여 진료하는

곳으로, 서비스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노인성 질환자인 만성질환자가 중심이 된다[3]. 노인질

환의 대부분은 급성적인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경우가

많아 장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치료의 강도가 비교적 낮

은 요양위주의 간호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4].　또

한 노인요양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비

용으로 운영되고 장기입원이 가능하다는 점, 입․퇴원

및 외박, 외출, 면회가 자유로우면서 병원과 같은 시설

과 구조를 갖추고 있어 보호자들이 양로시설에 맡겼다

는 죄책감을 덜 느낀다는 점, 환자간호를 위해 보호자

가 상주해야만 하는 일반병원과 달리 보호자 없이 운

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된다. 병원조직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료서비

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종별 직무규

정에 따라 업무분담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의사, 간호

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 간

협동 작업을 통해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병원조직은 특히 간호업무 종사자를 비롯하여

여성의 비율이 높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며, 병원 종사자간의 교육적 배경과 전문성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 보다 더 많은 직

무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4].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

자 경우, 일반 급성기 병원의 업무종사자와 다른 업무

적 특성 즉, 만성 · 장기 질병환자 서비스 위주의 특성

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직무스트레스도 많은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생리적

반응과 심리적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리적 반

응은 스트레스를 인지하였을 때, 교감신경과 부신수질

이 활성화되어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과 엔케팔

린의 분비로 나타나는 생리학적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심장박동수와 호흡수가 증가하고 심실의 수축력 증가

로 혈압이 상승하고 동공확대, 발한 등이 일어난다. 또

한 혈액 내 포도당과 지방산이 증가하고 근육긴장, 위

장 운동의 저하가 나타나며, 시상하부 뇌하수체-부신

피질계에 의해 코티졸의 분비가 증가한다. 코티졸은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당류피질호르몬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대사, 인체의 항상성 유지, 스트레스에 대

한 신체반응, 정서적 안정, 면역기능, 항염증 효과에 중

요한 역할을 하며, 급성 및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 스트레스의 생리적 반응인 혈중 코티졸

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정신적으로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느끼면 불안, 초조, 공포, 우울증,

사기저하, 짜증, 허무감, 신경과민, 불면증, 집중력 저

하, 기억력 감퇴 등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나타낸다[7].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감

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리적 스트레스 반

응과 함께 역할갈등,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절 및 이직의도가 높아진다[8]. 직무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문직 역할갈등, 전문

지식과 기술부족, 대인관계 등을 들 수 있다[9]. 노인요

양병원 업무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 저하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해

치게 되며 조직 내에서도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노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

시키는 직․간접적인 요인이 된다[3]. 특히 노인요양병

원의 간호인력은 환자의 상태변화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 결과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따라서 이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심을 갖고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

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직무몰입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직무가 얼마나 중심

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직무에 대해 자신

과 얼마나 동일시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며[11],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요

양병원의 경우 과업이 다양하고, 근무 환경의 제약 등

으로 자칫 직무몰입이 저해될 수 있으나 팀을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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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인 환자간호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직무몰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인요양병원 종사자

에게 유용한 직무 향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의

관리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

고 있다. 최근 대중매체[12]에서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웃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호중재로 웃음요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의료계에서도 웃음을 이용한 치

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영역에서도

‘유머중재’ 라는 개념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간호 실

무에 유머개념이 소개되어 심리적인 간호중재법으로

유머를 이용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 꾸준히

실행되어 왔다[13]. 웃음치료는 즐거움을 신체를 통하

여 웃음으로 표현하여 신체와 정신 및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며,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행동인지 치

료이다[14]. 웃음치료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고 비용

이 들지 않으며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약간

의 훈련만을 통하여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어 빈번하

게 사용되는 보완 및 대체요법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되

었다[5].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스트레스, 불안,

우울 감소를 위해 웃음요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가 입

증되었고[15][16][17], 웃음치료의 적용방법은 대상자

별, 중재 횟수, 기간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18].

그러나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웃음치료

을 적용한 선행연구는 미비하였고, 측정변수도 생리적

반응보다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울, 기분, 불안과 같

은 심리적 반응을 확인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노

인요양병원의 특성과 업무종사자들의 직무 특성을 고

려해 볼 때 웃음요법은 유용한 중재방안이 될 수 있다

고 생각되며, 이에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

자에게 일회성 웃음요법을 적용하여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직무몰입의 향상에 미치

는 효과와 지속성을 검증하고 웃음치료를 간호중재의

한 방법으로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

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회성 웃음치료가 노인요양병원 업무종

사자의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직무스트레스, 직무몰

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실험군에

게는 일회성 웃음요법을 제공하고, 대조군은 다른 처

치 없이 각 군별로 사전, 사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기관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

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대상자는 J도 I시에 위치한

100병상 이상의 노인요양병원을 임의 추출한 후 해당

노인요양병원 기관장이 연구 참여를 수락한 두 군데

노인요양병원의 근무자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고 생리적 측정, 혈액검사,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80명

이다. 연구대상자 중 사전, 사후 검사 및 웃음치료에

참여에 동의한 40명을 실험군으로 분류하였고, 사전,

사후 검사 참여에만 동의한 40명을 대조군으로 분류하

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6, 유

의수준=0.05, 검정력=0.8 로 하여 표본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의 크기가 각 그룹 당 36명이었다. 설문

지는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

서를 받은 후 배포하고 설문지에 자기기입식으로 응답

하게 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이 후 측정

에 대해 훈련받은 연구보조자 1인이 혈압과 맥박수를

측정하였고, 연구자가 혈액채취를 수행하였다. 전조사

는 실험중재 2주 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교대근무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2013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에 걸쳐 오후 6시경에 실시하였다. 먼저 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훈련받은 연구보조자가 혈압과

맥박수를 측정한 후, 연구자가 혈중 코티졸 농도측정

을 위한 채혈을 하였다. 사후조사는 실험군의 경우 웃

음치료가 끝난 직후에 사전조사와 동일한 시간대, 동

일한 방법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혈압과 맥박수는 본 연구를 이해하고 훈련받은 연구보

조자가 측정하였으며, 대조군은 웃음치료 실시 다음날

사전조사와 동일한 시간대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노인요양병원을 방문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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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웃음치료

본 연구에서 웃음요법의 구성은 이임선 Lee, Y. S.

등(2009)[14]의 웃음치료 구성을 참고로 하여 웃음임상

치료 2급 자격증을 소지한 본 연구자와 웃음임상치료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학과 교수 1인, 웃음임상치

료 전문강사가 3회에 걸쳐 회의한 후 프로그램을 구성

하였다. 웃음요법은 일회성으로 마음열기, 표정열기,

몸열기, 자기변화의 4단계로 구성하였으며, 노인 대상

의 일회성 웃음요법이 수축기혈압과 혈중 코티졸 감소

에 효과가 있었던 김영선, 전성숙, Kim, Y. S., Sun, S.

S.(2006)[21]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웃음요

법을 60분 일회성으로 구성하였다. 일회성 웃음치료의

구성은 마음열기, 표정열기, 몸열기, 자기변화의 4단계

로 구성하였다. 마음열기 단계에서는 친밀감이 형성되

고 긴장을 풀기 위해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 노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눈 후 앉은 자세에서 발 동동 구르기

를 하였다. 표정열기 단계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해 박장대소를 하고 사자웃음을 해서

웃게 했다. 몸 열기 단계에서는 계획된 주제에 따라 웃

음기법들을 시범보이며 손 유희 활용웃음과 가위바위

보 활용웃음으로 활동을 개시했으며 노래에 맞춰 율동

을 하였다. 자기변화의 단계에서는 웃음요법에 참여하

는 동안 경험한 감정이나, 마음 몸의 변화에 대해 정리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로 자기

긍정 마무리를 하였다.

2)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1) 혈압과 맥박수

혈압과 맥박수는 연구대상자를 의자에 앉게 하고

20분간 휴식한 후 좌측 상박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하

여 두 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고 측정에 대

해 훈련받은 연구보조자가 측정하였다. 혈압계는 (주)

메디텍의 퍼지형 자동혈압기로 제품명은 MD-650을

사용하였다. 혈압이 낮고 맥박수가 느릴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적음을 의미한다.

(2) 혈중 코티졸 농도

혈중 코티졸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완부 정맥

에서 오후 6시에 혈액 3cc 를 연구자가 채취하였다. 채

혈된 혈액은 공인된 진단검사의학 연구소에 검사를 의

뢰하였으며, Roche사의 Elecsys-cortisol 시약을 이용

하여 CIA(Chemiluminescent Immuno Assay, 전기 화

학적 발광 면역분석법)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코티졸

정상치는 오전에 6.20～19.40 ㎍/㎗, 오후에 2.30～11.90

㎍/㎗ 이며, 수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적음을

의미한다.

3)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유인애 Yu, I. A(2012)[8]가 개발한

자기기입식 설문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신체적

스트레스 10문항, 심리적 스트레스 10문항, 업무적 스

트레스 10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

이 높음을 나타낸다. 유인애 Yu, I. A(2012)[8]의 연구

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3이었고, 본 연구에서

그룹별 Cronbach's Alpha 값은 .83～.95 이었다.

4) 직무몰입

직무몰입은 Kanungo(1982)[11]가 개발한 직무몰입

측정도구를 김정아 Kim, J. A.(1997)[19]가 병원 상황

과 병원종사자에게 적합하도록 어휘 등을 수정한 후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 사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몰입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1번 문항은 역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

다. 김정아 Kim, J. A.(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그룹별로 각각 .72～.86 이었다.

4. 연구가설

1) 제1가설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낮아질 것

이다.

(1) 1-1 부가설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수축기혈압이 낮아질 것이다.

(2) 1-2 부가설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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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조군에 비해 이완기혈압이 낮아질 것이다.

(3) 1-3 부가설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맥박수가 느려질 것이다.

(4) 1-4 부가설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혈중 코티졸 농도가 낮아질 것이다.

2) 제2가설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3) 제3가설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직무몰입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였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

질성 검정은 t-test와  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셋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의 차이에 대한 사전 동

질성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실험군과 대조

군의 일회성 웃음치료 적용 후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및 동질성 검정

1) 대상자의 일번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

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실험군과 대조

군에서 남성이 2명(5%)으로 Fisher's Exact Test 를

실시하였으며(p=1.000), 학력은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이

상으로 분류(=0.228, p=.633), 결혼상태는 기혼과 미

혼(=0.313, p=.576), 종교는 유무로 분류(=0.228,

p=.633), 직종은 간호업무직과 기타직으로 분류(

=1.147, p=.284), 근무형태는 상근직과 교대직(

=0.056, p=.813), 부모부양(=0.952, p=.329), 혈압약

복용에서 혈압약 복용자는 실험군 2명(5.0%), 대조군 2

명(5.0%)로 Fisher's Exact Test 결과 두 집단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1.000). 연령은 실험군

43.80±11.21세, 대조군 47.60±11.81세로 대조군이 실험

군보다 평균 연령이 더 높았으나, 실험군과 대조군 사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475,

p=.144). 한 달 평균 야근횟수(t=-1.382, p=.171), 총 직

장경력(t=1.637, p=.107), 현 직장경력(t=0.270, p=.788),

월 급여(t=1.002, p=.319)도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N=80

특성 구분

실수(%) Mean(SD)
or
t

p실험군
(n=40)

대조군
(n=40)

실험군
(n=40)

대조군
(n=40)

성별*
남 2(5.0) 2.0(5.0)

0.000 1.000
여 38(95.0) 38(95.0)

학력

고졸이하 26(65.0) 28(70.0)

0.228 .633전문대졸
이상

14(35.0) 12(30.0)

결혼
상태

기혼 33(82.5) 31(77.5)
0.313 .576

미혼 7(17.5) 9(22.5)

종교
유 26(65.0) 28(70.0)

0.228 .633
무 14(35.0) 12(30.0)

직종
간호업무 33(82.5) 29(72.5)

1.147 .284
기타 7(17.5) 11(27.5)

근무
형태

상근 14(35.0) 13(32.5) 0.056 .813

교대 26(65.0) 27(67.5)

부모
부양

예 14(35.0) 10(25.0)
0.952 .329

아니오 26(65.0) 30(75.0)

혈압약
복용*

예 2(5.0) 2(5.0)
0.000 1.000

아니오 38(95.0) 38(95.0)

연령(세) 43.80(11.21) 47.60(11.81) -1.475 .144

야근(회/달) 4.58(4.52) 6.43(7.15) -1.382 .171

총 직장경력(개월) 137.05(116.16) 103.38(58.66) 1.637 .107

현 직장경력(개월) 37.51(30.91) 35.25(28.65) 0.270 .788

월 급여(만원) 153.43(36.24) 145.50(34.45) 1.002 .319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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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생리적 스트레스반응,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몰입에 대한 동질성 검정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에서 실험군의 사전 수축기혈

압이 평균 120.60±17.17㎜Hg, 대조군 124.98±15.30㎜

Hg이었고, 실험군의 사전 이완기혈압은 평균

75.45±12.28㎜Hg, 대조군 78.25±10.36㎜Hg이었다. 또한

실험군의 사전 맥박수 평균은 분당 75.95±9.65회, 대조

군은 분당 72.47±9.66회 이었고, 실험군의 사전 혈중

코티졸 농도의 평균은 8.34±2.83㎍/㎗, 대조군은

7.34±3.38㎍/㎗이었다. 직무스트레스에서 실험군의 사

전 점수는 평균 74.43±14.58점, 대조군은 73.43±14.66점

이었고, 실험군의 사전 직무몰입의 평균은 21.85±3.90

점, 대조군은 21.92±3.56점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기술하였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Table 2. Homogeneity of physiological stress response, job
stress and job involvement N=80

2. 가설검정

1) 제1가설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

은대조군에비해생리적스트레스반응이 낮아질것이

다.”

(1) 1-1 부가설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

은대조군에비해수축기혈압이낮아질것이다.” 일회성

웃음치료가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의 수축기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사후-사전 차이 값을

t-test로 분석하였다<표 4>. 실험군은중재전수축기압

과 중재 후 수축기혈압의 차이가 –2.22±15.94㎜Hg로

중재 후 감소되었고, 대조군은 5.52±13.61㎜Hg로 증가

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338, p=.022). 따라서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

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수축기혈압

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은 채택되었다.

(2) 1-2 부가설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

은대조군에비해이완기혈압이낮아질것이다.” 일회성

웃음치료가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의 이완기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사후-사전 차이 값을

t-test로 분석하였다<표 4>. 실험군은중재전이완기혈

압과 중재 후 이완기혈압의 차이가 4.30±12.13㎜Hg로

중재 후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1.62±12.28㎜Hg로 증가

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0.980, p=.330). 따라서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이완기혈압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은 기각되었다.

(3) 1-3 부가설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맥박수가 느려질 것이다.” 일회성 웃

음치료가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의 맥박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사후-사전 차이값을 t-test로 분

석하였다<표 4>. 실험군은 중재 전 맥박수와 중재 후

맥박수의차이가분당 2.65±12.00회로중재후증가하였

고, 대조군도분당 1.57±8.84회로증가되었으며, 이는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456, p=.650). 따라

서 “일회성웃음치료를적용받은실험군은적용받지않

은 대조군에 비해 맥박수가 느려질 것이다.” 가설은 기

각되었다.

(4) 1-4 부가설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혈중코티졸 농도가 낮아질 것이다.”

일회성웃음치료가노인요양병원업무종사자의혈중코

티졸 농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사후-사전

차이값을 t-test로 분석하였다<표 4>. 실험군은중재전

혈중코티졸농도와중재후혈중코티졸농도의차이가

–2.67±3.79㎍/㎗로 중재 후 감소되었고, 대조군도

-0.75±3.52㎍/㎗로감소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유의

변 수

Mean (SD)

t p실험군
(n=40)

대조군
(n=40)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수축기혈압(㎜Hg) 120.60(17.17) 124.98(15.30) -1.203 .233

이완기혈압(㎜Hg) 75.45(12.28) 78.25(10.36) -1.102 .274

맥박수(회/분) 75.95(9.65) 72.47(9.66) 1.609 .112

혈중 코티졸 농도(㎍/㎗) 8.34(2.83) 7.34(3.38) 1.442 .153

직무스트레스 74.43(14.58) 73.43(14.66) -0.306 .761

직무몰입 21.85(3.90) 21.92(3.56) -0.090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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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있었다(t=-2.343, p=.022). 따라서 “일회성 웃

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혈중 코티졸 농도가 낮아질 것이다.” 가설은 채택

되었다. 따라서 제 1가설인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

은실험군은적용받지않은대조군에비해 생리적스트

레스반응이낮아질것이다.” 가설은부분적으로지지되

었다.

표 3. 일회성 웃음치료적용에 따른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의차
이

Table 3. Difference of physiological stress response on one
time laughter therapy application N=80

구분 집단
Mean (SD)

t p
사전 사후 (사후-사전)

수축기
혈압
(㎜Hg)

실험군
(n=40)

120.60(17.17) 118.38(15.69) -2.22(15.94)

-2.338 .022*
대조군
(n=40)

124.98(15.30) 130.50(18.03) 5.52(13.61)

이완기
혈압
(㎜Hg)

실험군
(n=40)

75.45(12.28) 79.75(12.22) 4.30(12.13)

0.980 .330
대조군
(n=40)

78.25(10.36) 79.88(12.66) 1.62(12.28)

맥박수
(회/분)

실험군
(n=40)

75.95(9.65) 78.60(12.09) 2.65(12.00)

0.456 .650
대조군
(n=40)

72.47(9.66) 74.05(10.3) 1.57(8.84)

혈중
코티졸
농도
(㎍/㎗)

실험군
(n=40)

8.34(2.83) 5.72(2.66) -2.67(3.79)

-2.343 .022*
대조군
(n=40)

7.34(3.38) 6.58(3.11) -0.75(3.52)

2) 제2가설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

은대조군에비해직무스트레스정도가낮아질것이다.”

일회성 웃음치료가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의 직무스

트레스에미치는효과를검정하기위해사후-사전차이

값을 t-test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실험군은

중재 전 직무스트레스와 중재 후 직무스트레스의 차이

가 –1.83±8.96점으로 중재 후 감소되었고, 대조군도 –

1.28±12.38점으로 감소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0.228, p=.821). 따라서 “일회성 웃음치료

를적용받은실험군은적용받지않은대조군에비해직

무스트레스정도가낮아질것이다.” 가설은기각되었다.

표 4. 일회성 웃음치료 적용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
Table 4. Difference of job stress on one time laughter therapy
application N=80

집단
Mean (SD)

t p
사전 사후 (사후-사전)

실험군
(n=40)

74.43
(14.58)

72.60
(13.16)

-1.83
(8.96)

0.228 .821
대조군
(n=40)

73.43
(14.66)

72.15
(17.86)

-1.28
(12.38)

3) 제3가설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직무몰입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일

회성 웃음치료가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의 직무몰입

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사후-사전 차이 값을

t-test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실험군은 중재

전 직무몰입과 중재 후 직무몰입의 차이가 1.87±3.73점

으로 중재 후 증가하였고, 대조군도 0.20±4.77점으로 증

가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748, p=.084). 따라서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적용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직무몰입 정도

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5. 일회성 웃음치료 적용에 따른 직무몰입의 차이
Table 5. Difference of job involvement on one time laughter
therapy application N=80

집단
Mean (SD)

t p
사전 사후 (사후-사전)

실험군
(n=40)

21.85
(3.90)

23.72
(3.88)

1.87
(3.73)

1.748 .084
대조군
(n=40)

21.92
(3.56)

22.12
(4.60)

0.20
(4.77)

Ⅳ. 고 찰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에게 일회성 웃

음치료를 적용하여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직무스트

레스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장

에서는 일회성 웃음요법이 혈압, 맥박수, 혈중 코티졸

농도,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으로 수

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수, 혈중 코티졸 농도를 측

정하였는데, 일회성 웃음요법을 적용받은 실험군에서

수축기혈압과 혈중 코티졸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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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받은 대상자의 수축기혈압의 유의한 감소는 유방절

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웃음요법을 적용한 유은

숙, 최연희 You, E. S., Choi, Y. H.(2012)[22]의 결과

및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현하진 Hyun,

H. J.(2010)[23]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중환자실 간호

사를 대상으로 일회성 웃음요법을 적용한 박미경

Park, M. K.(2010)[16]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40～50대의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유은숙, 최연희 You, E. S., Choi, Y.

H.(2012)[22]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50대,

현하진 Hyun, H. J.(2010)[23]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

균 연령이 70대인 반면, 박미경 Park, M. K.(2010)[16]

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혈압이 안정적인 20대가 연

구 대상자의 대부분이었기에 나타나는 차이로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노인요

양병원 업무종사자의 혈중 코티졸 농도의 유의한 감소

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김영선, 전성숙, Kim, Y. S.,

Sun, S. S.(2006)[21],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미경, Park M. K.(2010)[16]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나,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허은화 Hu, E.

H.(2007)[24]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차이는 허

은화 Hu, E. H.(2007)[24]의 연구가 오랫동안 만성질환

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만성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비교적 건강한 업무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차이에 기인한 결과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중재로 아로마

요법, 음악요법, 경락마사지, 손마사지, 발마사지 등 여

러 보완․대체 중재법이 제시되었는데[25] , 본 연구는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으로 혈중 코티졸 농도를 낮춰

준다고 한 아로마 요법[27] , 손 자극요법[27] , 무용요

법[29] , 원예요법[30]과 마찬가지로 혈중 코티졸 농도

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일회성 웃음치료가 스트레스

반응에 효과가 있는 간호중재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에서 일회성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대상자의 직무스

트레스는 웃음치료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웃음치료의 직무스트레스

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웃음치료를 적용하여 정신․심리적 스트레스의

반응을 측정한 연구로 비교하자면, 웃음치료가 불안,

기분, 우울 등을 낮춘다는 선행 연구[16][17][20]와 본

연구 결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를

심리적, 업무적, 신체적 스트레스의 3항목으로 측정하

여 단순히 정신․심리적 영역만을 측정한 선행 연구보

다 다차원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확인하였고, 이로 인

해 선행 연구 결과와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 웃음치료를 적용받은 대상자의 직

무몰입은 웃음치료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직무몰입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이

채철, 노효련, 강종수, Lee, J. C. Roh, H. L. , Kang, J.

S. 등(2012)[30]의 연구를 토대로 직무몰입에 차이가

없었던 결과를 지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직무몰

입은 생활 스트레스, 업무부담, 근무형태, 직무환경 등

영향요인이 매우 다양하므로[8][31], 직무스트레스 이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

무몰입 측정에 여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험중재 당일 생리적 스트레

스 반응에서 이완기혈압과 맥박수가 다소 상승하였는

데,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대상자

의 특성으로 대상자가 평상시 웃는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웃음을 활

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 스트레스 상황이 매우

극심한 경우, 웃음에 대한 대처기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웃음치료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혈압상승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29][30]. 두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일회성 웃음치료의 구성에서 웃음

기법으로 박장대소와 같은 웃음운동을 포함하는데, 웃

음운동은 웃을 때 심장박동과 혈압이 상승되며 호흡수

를 증가시켜 산소소비를 촉진시킨다. 특히 박장대소는

우리 몸의 650개의 근육 중 230여개의 근육을 움직이

므로 전신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다

[14]. 본 연구에서 웃음치료 적용 후 이완기혈압과 맥

박수가 증가한 것은 박장대소와 같은 웃음운동을 적용

한 후의 생리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결

과는 대상자의 특성과 프로그램 구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에게 일회성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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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치료를 적용하여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직무스트

레스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 일회

성 웃음치료가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의 수축기혈압

과 혈중 코티졸 농도를 감소시켜 생리적 스트레스 반

응에 부분적인 효과가 있었고, 효과의 지속성에서 이

완기혈압, 혈중 코티졸 농도,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이 측정시기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지속적인 효과

가 있었다. 따라서 일회성 웃음요법은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와 직무몰입향상에 효과

가 있는 간호중재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

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무측면에서 웃음치료는 임상현장에서 질환

별, 대상자별로 프로그램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매우 다양하고 개별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에 맞춰진 웃음치료를 적용하

였으므로, 본 연구를 포함하여 각 개별 연구에서 공통

성을 추출하여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측면에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웃음치료를 실시한 결과 웃음이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실용화를 위해 많은 노인요양병

원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웃음치료 효

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간을 길게 한, 변수 및

기간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측면에서 노인

요양병원 업무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

안으로 일회성 웃음치료가 이용 가능한 일 중재임이

확인되어 적극적인 임상적용과 실제 웃음요법을 적용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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