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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웃음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강지숙

요약

본 연구는 웃음치료의 전체 효과크기와 영역별 효과크기 및 웃음치료 프로그램 특성별 효과크기를
확인하여 임상간호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간호중재로써 웃음치료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엔진
에서 웃음치료 웃음중재 웃음요법을 주제어로 검색된 학술지 논문 중 메타분석이 가능한 편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웃음치료의 전체 효과크기는 로 매우
컸다 둘째 웃음치료의 영역별 효과크기는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신체화
생리적
신체적
행동적
영역 순이었다 셋째 웃음치료 프로그램 특성에서는 웃음
요법이 주요법인 경우 가 병행요법인 경우 보다 효과크기가 컸으며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단계구성 이 단계구성 인 경우보다 효과크기가 컸다 또한 주당 운영횟수가 많을수록 웃
음치료의 효과크기가 컸다 웃음치료는 전체 효과크기가 매우 크고 특히 정서적 영역 정신적 영역에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하여 간호중재로써 보완대체요법 중 하나인 웃음치료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웃음치료 프로그램 특성에 대한 효과크기로 웃음치료가 주가 될 때 주당
운영횟수가 많을수록 프로그램에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일 때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웃음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근거의 축적과 웃음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표준화 및
근거제시를 추후연구로 제언한다
핵심어 국내저널 웃음치료 메타분석 효과 크기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ends of laughter therapy in Korean journals and
to analyze the effect size of laughter therapy in Korean Journals. Methods: KISS, DBPIA, KERIS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was searched for relevant journals by using the following key words ‘laughter
treatment’, ‘laughter intervention’ and ‘laughter therapy’. 18 journal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CMA ver 2.0 and effect size was calculated by ‘the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overall effect size of laughter theray was 0.722. 2)
The sub-group effect size were emotional(0.912), psychological(0.735), social(0.643), psycho-somatic(0.600),
physiological(0.464), physical(0.389), behavioral(0.275) by each. 3) As the laughter therapy program, the
effect size of only laughing therapy was larger than parallel therapy and the effect size of 4 step program
was larger than 3 step program. More program in a week was larger effect size of laughter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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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It might be useful for this study to review systematic research on laughter therapy in Korean
journals. Laughter therapy was also effective therapy for people and develop program based on knowledge
from laughter therapy research.
keyword : Effect size, Korean journal, Laughter therapy, Meta-analysis

서론
연구의 필요성
웃음치료는 일상속의 재미있는 경험 표현들을 이용해 대상자의 건강과 안위를 증진시키는 활동
으로 웃음 미소 즐거운 감정을 유발시키고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의사소통의 일종이다
이임선
은 웃음치료가 신체적 감
정적 인지적 영적 측면의 대상자의 치유와 대처능역의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치료적 목적으로 웃
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때 치료적으로 사용되는 웃음치료는 질병을 치료하는 근본
치료인 수술이나 약물 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대신할 수 없는 보완대체의학 혹은 자연치유의학으
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웃음치료의 목적은 건강증진에서 질병예방 원활한 인간관
계 중독증 탈피 삶의 질 증진까지 이르게 되었다
간호학에서는
이 웃음간호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여 간호중재로 웃음치료를 제시
하였는데 국내외의 임상간호현장에서 보완대체요법 중 하나로 웃음치료가 사용되게 되었으며
더불어 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료인을 중심으로 대한웃음임상학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웃음
치료는 다른 중재 방안보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에서나 사용 가능하고 고도의 기술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며 약간의 훈련만을 통해 사용가능
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웃음을 통한 간호중재 방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메타분석이란 여러 연구결과를 수집하여 다시 분석하는 분석으로 어느 특정분야 또는 주제에
관하여 누적된 연구 결과를 종합할 목적으로 개별연구를 한테 모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웃음치료의 경우 웃음치료 란 용어사용부터 웃음요법 웃음중재 와 혼용되어 상용되고 있
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임상간호현장에서 사용되는 웃음치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는바 현 시점에서 메타분석을 통해 웃음치
료관련 연구물의 총체적인 분석과 웃음치료 효과 관련 여러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간호중재로써 근거제시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주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문헌들을 통계적으로 종합
하는 방법인
메타분석
을 통해 웃음치료의 전체 효과크기 및 웃음치료 프로그램 특성 별 효과크
기를 확인하여 임상간호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되는 간호중재로써의 웃음치료의 근거를 제시하고
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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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웃음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웃음치료 연구의 최근 경향을 확인한다
둘째 웃음치료의 전체 효과크기를 확인한다
셋째 웃음치료의 영역별 효과크기를 확인한다
넷째 웃음치료 프로그램특성 별 효과크기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분석대상
웃음치료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물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전자도서관의 검색엔진
을 이용하여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제어는 웃음치료 웃음요법 웃음중재 사
용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웃음치료 편 웃음요법 편 웃음중재 편이 검색되었고 중복을 제
외한 웃음학술지논문 편을 일차적으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검색된 논문 중에서 양적연구가 아니
거나 효과크기 계산을 위한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은 연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웃
음치료의 효과를 제시한 편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대상 연구의 특성과 자료 코딩
이 연구에서는 학술지 발표년도 분야 대상자 웃음치료 프로그램 특성 프로그램 운영 횟수 등
을 중요 범주형 변수로 간주하여 코딩하였다 그리고 코딩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들의
합의하에 코딩지를 개발하였다 둘째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연구를 꾸준히 수행
해 온 연구자 한 명과 연구보조자가 코딩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경
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들 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웃음치료
전문자인 제 자에게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 때 세 사람이 모두 협의한 후에
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코딩자간의 신뢰도나 일치도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
았다

효과 크기의 계산
효과 크기는 개별연구의 결과에서 보고된 양적 연구결과를 나타내는 통계치로서 서로 다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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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를 표준화해서 제시한 것이다 먼저 개별연구 결과들의 효과 크기를 계산한 후 전체 효
과 크기를 계산한다 그 후 연구의 특징별로 유목별 변수에 대해서는 하위그룹분석
을 실시하고 연구의 특징이 연속변수일 경우에는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효과 크기는 표준화된 평균차 상관계수 승산비인데
이 연구에서는 실험군 및 대조군의 사전 사후 효과 크기 계산은 일반적인 효과 크기 를 계산하
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전 사후 효과 크기는 처치집단인 실험군 및 대조군 각각의 사전평균
과 사후평균
의 차이를 사전평균의 표준편차로 나눠주었다
실험군 및 대조군의 사전 사후 효과 크기를 계산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는 실험군의 사후평균값을 의미하고  는 실험군의 사전평균값을 의미하고  는 대
조군의 사후평균값을 의미하고  대조군의 사전평균값을 의미한다  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검사 평균값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여기서 효과 크기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 평균값의 차이에 의해 다음과 같은 공식
 
에 의해 측정되고 측정된 효과 크기의 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유도된다
       
       
    
와
    


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이다 측정된 효과 크기의 표준오차
는 분산의 제곱근으로 구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사례수의 크기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와
의 방법을 활
용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사례수가 많은 연구의 결과가 더 정확하게 효과 크기가 추
정되었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전체효과 크기를 계산하는데 있어 더 많은 영향을 주게 하기 위함이
다 전체 효과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질성 분석을 행하는데 동질성 검정의 영가설은
개별연구들의 효과 크기들이 동일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
하면 동일모집단에서 효과 크기들이 추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고정효과 모형
을
사용하고 동질성 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영가설을 기각하면 표본오차
외의
랜덤오차
까지 고려하는 랜덤효과 모형
을 사용한다 랜덤효과
모형에서는 효과 크기들이 서로 다른 모집단으로 추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전체 효과 크기를 구하
는데 일반적으로 랜덤효과모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면 효과 크기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평균차 변화 효과 크기를 계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표 에서 제시한 동질성 검사 결과 선행연구들에서 추출된 효과 크기는 서로 이질적인 것으
로 나타나서
이 연구에서는 랜덤효과 모형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효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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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고 연구의 특성을 나타낸 변수들이 범주형 변수인 경우 하위그룹 분석을 이용하여 매개
변인을 찾고 하위그룹별 각 효과 크기를 비교하였다
표 표본 추출의 동질성 검정
효과 크기

신뢰구간

표준오차

개별 연구 수 동질성 검정 통계량 동질성 검정 통계량에 대한 유의수준 값

연구 결과 및 논의
웃음치료 연구의 최근 경향
가 년도별 학술지 게재 편수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웃음치료 연구의 최근 경향에서 년도별 학술지 게재 편수는 그
림 과 같다 년이 편의 논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년 년이 각 편
년 까지 년도별 각 편씩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는 웃음치료 관련 논문이 꾸준히 게재되
고 있음을 의미하고 특히 년 발표 논문이 많았던 점을 년 대한웃음임상학회 발족과 더불
어 간호중재로써 웃음치료가 활발히 적용되고 연구에 대한 열의가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
구는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웃음치료 관련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실제 학위논문 검색
시 약 여편이 검색되었던 바 학위논문에 비해 학술지 발표 논문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상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웃음치료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에 의해 웃음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되었으며 개인의 필요에 의해 학위취득은 하나 연구력을
지속하여 학술지 게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임상현장의 실무형 웃음치료
자들의 연구력을 함양하고 지속시켜 웃음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역량계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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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도별 학술지 게재 편수

나 분야별 학술지 게재 편수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웃음치료 연구의 최근 경향에서 분야별 학술지 게재 편수는 그
림 와 같다 간호학이 가장 많은 편이었고 복지학 편 예술학 편 의학 상담학 경찰학 심리
학이 각 편이었다 이는 간호학 분야에서 간호중재로써의 웃음치료가 활발하게 적용되었고 이를
연구와 연계하여 꾸준히 지속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분야별 학술지 게재 편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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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자별 학술지 게재 편수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웃음치료 연구의 최근 경향에서 적용대상자별 학술지 게재 편수
는 그림 그림 와 같다 적용대상자로는 여성이 편 일반 성인 편 노인 편 아동 청소
년 편 기타 대상자가 편이었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편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편 기타 편이었다

그림 인간발달 수준 대상자별 학술지 게재 편수

그림 건강수준 대상자별 학술지 게재 편수

웃음치료 전체 효과 크기
그림 는 개 연구의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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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뢰구간을 나타내는

으로
495

연구자는 신뢰구간의 길이에 따라 개 각 연구의 정밀도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랜덤효과 모형으로 측정한 웃음치료 효과 크기는 으로 나타났으
며 전체 효과 크기에 대한 의 신뢰구간은
이었다 이 때 효과 크기가 거의 의
근사치로 나타나 웃음치료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랜덤효과 모형에 의한 효과 크기
효과 크기

신뢰구간

표준오차

개별 연구 수

범주형 변수별 분석
기존의 개별연구들에서 웃음치료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
행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주요 연구특징을 나타내는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 하위그룹분석
을 실시하였다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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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역에 따른 효과 크기
웃음치료의 효과영역을 크게 구분한 후 비교해 본 결과 표 에서와 같이 정서적 영역
정신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화
생리적
신체적
행동적
순으로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영역별 효과크기

효과 크기 수

영역
사회적
생리적
신체적
신체화
정서적
정신적
행동적

효과 크기

신뢰구간

표준오차

또한 세부영역별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표 와 같다 효과크기가 이상인 영역은 불안 정신
적 우울 등이었고 효과크기가 이상 미만인 영역은 자존감 기분이었고 효과크기가 이상
미만인 영역은 화상 신체화 통증 만족도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이었으며 효과크기가 이상
미만 인 경우는 수면 분노 자아개념 기초체력이었고 효과크기가 미만인 경우는 관절증상
이었다
표 세부영역별 효과크기
세부영역
관절증상
기분
기초체력
만족도
분노
불안
사회적지지
수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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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크기

신뢰구간

표준오차

497

신체화
우울
자아개념
자존감
정신적
통증
화상
효과 크기 수

따라서 웃음치료는 효과는 불안 우울 기분 등 정서적 정신적 영역에 효과가 실제 신체적 생
리적 행동적 효과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웃음치료가 인지적 정신적 기능으로 정서 상태를
변화시켜 긴장을 풀게 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과 맥락을 같이 한 것이며 즐거움
이 신체적인 웃음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이임선 등 이 말한 것처럼 웃음은 정서적으로 즐거
움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영역에 효과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프로그램 특성별 효과 크기
웃음치료의 프로그램 특성별 효과크기를 비교해 보면 단계 구성 프로그램 이 단계 구성
프로그램 보다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한 결과는 표 와 같다 프로그
램 유형별로 효과 크기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웃음치료 프로그램
에서 웃음치료가 주요법 이었던 경우가 웃음이 보조적으로 병행한 요법 에 비해 효과크
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웃음요법 프로그램 구성 시 웃음요법을 주요법으로 하고 프로그램
목적을 분명히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입단계 전개단계 정리단계 단순 단계 프로그램으로
만 구성하여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세분화된 단계를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시사
한다
표 프로그램구성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프로그램 특징
단계구성
주요법 병행요법
효과 크기 수

498

구분
단계 구성
단계 구성
병행요법
주요법

효과 크기

신뢰구간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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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회귀분석 결과
연구특징별 변수가 범주형변수
이면 위와 같이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고
연속형 변수인 경우는 그 연속변수의 증감에 따른 효과 크기의 증감을 알아보기 위한 메타회귀분
석
을 실시하였다
웃음치료 프로그램에서 주당 운영횟수는 평균 회이었고 총 운영횟수는 회 회당 운영시
간은 편군 분이었으며 총 운영시간은 평균 분이었다
웃음치료 효과와 연속변수의 관계를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정리한 결과는 표 과 같다 표
에서와 같이 프로그램 주당 운영횟수가 길수록 웃음치료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총 횟수 회당 운영시간 총 시간이 길어질수록 웃음치료의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
타났고 회당운영시간의 경우 회귀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웃음치료가 프로
그램 초기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고 주당 운영횟수가 많을수록 효과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된
바 초기에 연속적인 프로그램 적용이 웃음치료의 효과를 크게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운영시간을
길게 하거나 총 운영횟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웃음치료의 효과크기를 크게 하지 않으므로 적절
한 운영횟수 운영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표 웃음치료 프로그램 효과와 연속변수의 관계

연속변수명
주당
운영횟수
총
운영횟수
회당
운영시간 분
총
운영시간 분

변수

기울기추정치

표준오차

주당 운영횟수
총 운영횟수
회당 운영시간 분
총 운영시간 분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웃음치료에 대한 학술지 게재 논문 현황을 파악하고 메타분석을 통해 웃음치료의 전
체 효과크기와 영역별 효과크기 및 웃음치료 프로그램 특성별 효과크기를 확인하여 임상간호현장
에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간호중재로써 웃음치료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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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은 학술검색엔진을 통하여 웃음치료 웃음중재 웃음요법을 주제어로 하여 검색된 논문
을 일차적으로 수집하여 메타분석이 가능한 논문 편을 확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웃음치료 관련 학술지 논문은 꾸준히 게재되어 왔고 대한임상간호학회 발족과 더불
어 년 발표 논문이 특히 많았고 간호학분야에서 게재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 웃음의 전체 효과크기는 로 매우 컸으며 웃음치료의 영역별 효과크
기는 정서적 정신적 영역이 가장 컸다 또한 웃음치료 프로그램 특성에서 웃음치료가 주요법인 경
우 구성에 있어서도 단계 구성이 경우의 효과크기가 컸으며 주당 운영횟수가 많을수록 웃음치료
의 효과크기가 컸다
따라서 웃음치료는 그 효과가 매우 크고 간호중재로써 보완대체요법 중 하나로 웃음치료가 적
용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추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웃음치료에 대한 근거를 확인 하였으나 지속적인 근거 축적이 필요하고 또한 다른 보완
대체요법과의 효과크기 비교가 필요하다
둘째 웃음치료 프로그램 구성을 세분화 하고 그 운영에 대한 표준화 및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웃음치료 프로그램 특성 중 각 기법별로 그 효과크기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고려한 프로그
램 개발과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웃음치료 논문 중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검색된 논문
으로 학위논문이 상당수 확인된바 학위논문까지 포함한 메타분석이 후추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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