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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ofAromatherapy onSleepImprovementand

DepressioninMiddle-agedWomen

HwaYoung,Jun

Advisor:Prof.Park,Sang-HagM.D.,Ph.D.

Departmen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roma therapy on

middle-aged women’ssleep improvementand depression and conducted

forwomen who lives in G city from 2014,June 1stto 21st. The

reliabilityofthetoolshowsCronbach’salpha.955inpre-testand.939

in post.Thetoolfordepression measurewaswritten by theauthor,

whichcontains5questionswithitsreliabilityofCronbach’salpha.781

inpreand.884inpost.Naturaloilusedwas45gramsofarganoil,45of

sweetalmondoil,3dropsoflavenderessence,3dropsofgeranium,4of

cypressessence.Withitsdurationbeing 20minutes,theprogram was

conducted21timestotal,whichwasdone3weeksof7times.Thedata

collectedwasanalyzedbyX-squaretest,t-testandpairedt-test,geared

withaidofSPSS23.0/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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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ultsarefollowing:

1.Subject’saveragetimetogettosleepchangesfrom 38.57minutesto

13.86 in controlgroup,which was insignificant.The experimental

group,however,showssignificantchangesfrom 36.83to14.50.

2.Subject’saveragetimeofsleeping changed from 311.43minutesto

331.14 minutes in control group, which was insignificant. The

experimentalgroup,however,showssignificantchangesfrom 326.67

minutesto362.67minutes.

3.Subject’squalityofsleepchangesfrom 2.76inpre-testto2.86inthe

post,whichwasinsignificant.Theexperimentalgroup,however,shows

significantchangesfrom 2.76to3.08.

4.Subject’sdepression levelchanges1.31in pre-testto1.28in post,

which was insignificant.The experimentalgroup,however,shows

significantchangesfrom 1.40inpre-testto1.30inpost.

In conclusion, as aroma therapy affects sleep improvement and

depressionofmiddle-agedwomen,ithelpsthem haveenoughsleepand

relievestresslevel.Also,itsabilitytorelievedepressioncanbevaluable

tobeusedin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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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년기는 부신피질 호르몬과 카테콜라민이 상승하는 등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가져와 압이 상승하고 이를 성공 으로 처하지 못

하여 우울이나 불안,불면증 등으로 심리반응이 래된다(Owens&Matthews,

1998;Vara,1970).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정 인 측면도 있으나 여성들의

직무에서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 스로 인해 소화기 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차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지속 이고 강도 높은

스트 스에 노출된 직장인들의 부분은 직무 탈진에 이르고 정서 신체

질병에 이르게 된다는 스트 스의 부정 측면에 한 연구 결과가 있다(조

은진,2013).

스트 스가 발생하면 심리 인 불안정이 래되고,이로 인해 체내 항상성

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압상승,긴장

감 고조와 함께 수면 장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그로 인해 호르몬의 불균

형과 면역기능의 하를 가져오게 된다(이소우,1986).

아로마테라피는 다양한 천연식물에서 추출,정제한 에센셜 오일의 치료

성분을 이용해 신체 ,정신 ,심리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 유지 활력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치료방법이다(Buckle1999:Robbins1999).

아로마테라피의 용은 주로 코를 통해 흡입하거나 마사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후각을 통한 향의 자극은 인간의 감성을 가장 잘 유발하고,마사

지법은 신체 ,정신 효과를 한 작용 방법으로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오

윤경,2012;김정환,2009:pemberton,2008).

한 아로마테리피가 범 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근본 인 기 은

스트 스의 신경생리학 기 에 깊은 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듯 아로마테라피가 스트 스에 빠르게 작용하는 것은 향기가 직 으로

인체에 유입되어 작용되는 후각시스템이 미각, 각,청각,시각 등의 다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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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는 특이하게 다르다는 것과 연 되어 설명되어 진다(John,2002).스트

스가 발생되고 피로감이 되면 심리 인 불안정이 래되고 이로 인해 신

체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압상승,긴장감 고조와 함께 수면 장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이는 결과

으로 호르몬의 불균형과 면역 기능의 하를 가져오게 된다. 년기 여성들

은 폐경을 후하여 개 4-5년 사이에 난소기능의 하로 에스트로겐 결핍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이러한 상으로 많은 폐경기 여성들은 생리·

심리 불안정한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안 란,박 숙,2000;장혜경,

차보경,2003;이정란,2007).폐경기란 성 조숙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과정이

며 이 시기는 여러 가지 여성호르몬 변화와 이로 인한 건강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한 이 시기는 인생의 환 으로서 성인병,퇴행성 질환,골다공증

등의 이환율이 증가된다(정은순,2000).폐경기 년여성들이 자주 경험하게

되는 신체 증상은 발작성 흥분,안면 홍조,두통,심계항진, 기증,이명,

불면증 등의 운동장애나 장장애,정신장애 등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폐경기 장애라고 한다( 한폐경학회,1994;이경혜,

이 숙,2004;이경혜 등,1997;Bobak등,1990). 한 폐경기 여성은 다양한

심리 병리 상에 놓이게 된다.

Achete(1980)는 폐경기에 직면한 여성은 이 시기에 다양한 신체 질병에

놓이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와 더불어 년으로서 생활양식의 변화,자

녀들의 성숙으로 인한 부모로서의 역할상실 등이 상호작용하여 우울 증상을

유발한다(김수지,고성희,1989;신혜숙,21995;Wasaha & Angelopoulos,

1996).특히 우울과 자아존 감 하와 같은 심리 인 요인에 의해 더 증가되

고 지속된다.

아로마요법이란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essentialoil)의 향성분

(aroma)을 이용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연치유

요법(therapy)이다(최승완,2011).에센셜 오일의 치료 성분을 이용하여

상자의 신체 ,정신 ,심리 건강을 도모하는 일종의 보완요법으로서,피부

나 후각을 통해서 흡수되어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일반 화학약품에 비해 몸

에 축 되지 않고 호흡기,간과 신장 체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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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고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차 사용이 증가하

고 있다.

마사지에 에센셜 오일을 목시킨 아로마 마사지는 액과 림 의 순환을

진시켜 산소와 양분의 공 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긴장 완화,통증 완화,

정서장애 등의 완화에 효과 이다(한선희,허명행,박진희,이은진 & 박미경,

2002;Battaglia,2003;Daniel,Shirley& Len,2001).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아로마테라피에 많은 심을 갖고 있다.산부인과의 분만 시 통증완화,정신

과의 스트 스를 비롯하여 면역기능강화,한의원에서 환자의 통증완화 등에

한 임상 등 치료 측면의 아로마테라피가 증가하는 추세이며,일상생활에

서도 스트 스 해소,수면장애개선,건강증진,피부 리,천연화장품,집 력

향상 등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감성지수를 높

이고 스트 스를 푸는 방법으로 사내에서 아로마테라피를 실시하고 있다.

아로마테라피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며

한 뇌에 직 으로 향을 미쳐 심리 이완효과 스트 스를 완화시켜

불안이나 우울,수면장애를 조 할 수 있는 비 침습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

어 이용도가 크다.특히 감정이나 정서에 좋은 향을 부여해 뿐만 아니

라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

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피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우울은 가장 흔한 정신장애로 인구의 10∼25%는 일생 어느 땐가 얼

마간 경험하게 되는 일반 인 심리 장애 하나로,스트 스로 인해 나타

나는 부정 인 결과이기도 하다(조은진,2013).오늘날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 되면서 노인인구가 증하고 있다.노인은 노화과정을 통해

심신기능의 쇠퇴,사회 지 의 변동,경제 자원의 감소로 여러 문제를 겪

게 된다.특히 신체 노화,정신 기능 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이

하되고,이러한 기능 하는 노인들의 우울의 증가와 수면장애를 갖게 되는

원인이 되어 노년기에 우울과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윤 숙 외,

2008;장유리 외,2008).

수면은 건강의 필수 인 요소인데 수면양상의 변화는 노인의 우울에 향

을 주며,일상생활수행능력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건강 련 삶의 질도 낮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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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철규·박승미,2012).노인이 느끼는 피로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 수면

만족도가 낮았으며(최연희,2007)노년기의 우울감은 그 자신과 가족,돌보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고(Alexpoules,2005),삶의 즐거움을 약화시키고 생

활만족도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이와 같이 노화과정에 의한 일

상생활의 변화는 우울을 가져오고,우울은 일상생활의 활동과 수면에 향을

주고,이러한 수면장애는 다시 우울의 원인이 되어 노인의 삶의 질이 낮아지

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피로는 부분의 사람들이 수면이나 휴식부족,그리고 육체 인 힘을 소비

한 후 호소하게 되는 정상 이고 일상 인 경험이나 피로의 상은 련요인

악이 매우 복잡하여 그 개념을 규정하거나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피로는 일반 으로 고단하다는 주 인 느낌이 있으면서 작업 능률이 떨어지

고 생체기능에 변화를 가져오는 상으로,피로가 축 되면 일상 생활능력이

약화되고 심하게 되면 치료를 요하기도 하며 삶의 질이 떨어진다.

열성홍조와 야간의 식은 땀 그리고 노화 과정에서 과 근육통,빈뇨 등의

신체 증상과 정신·심리 스트 스가 높아 수면장애가 나타나며 주로 새벽

에 일 깨어 수면 빈번한 각성상태로 수면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권숙희,

김 자,문길남,김인순 & 박 자,1996;Anderson,Hamburger,Lin& Revar,

1987).이와 같이 폐경기 년여성이 경험하는 신체,생리 심리의 변화는

스트 스를 경험하는 변화 의 하나로 이로 인해 신체 생리 증상과

함께 정서 심리 문제를 유발하여 건강을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

므로 특히 년여성의 고 압과 수면의 리는 매우 요하다(조은진,2013).

최근 아로마 테라피를 용한 압 수면 련 연구를 살펴보면 폐경여

성(Hur,Oh,Lee,Kim & Choi,2007), 단계 고 압 년여성(정유진,2007),

제 1기 고 압 환자(황진희,2006)를 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며 수면(이경희,

2000;이인숙 & 이경주,2006;정향미 & 선,2004) 련 연구에서도 수면

증진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로마테라피가 년여성의 수면과 우울에 미치는

향을 규명함으로써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년여성들에게 보다 효과 인 건

강 리의 재방법으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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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아로마테라피가 년여성의 수면과 우울에 미치는 향

을 규명함으로써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년여성들에게 보다 효과 인 건강

리의 재방법으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며,그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1)일반 특성을 악한다.

2)아로마테라피가 년여성의 잠드는 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

3)아로마테라피가 년여성의 주 수면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

4)아로마테라피가 년여성의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

5)아로마테라피가 년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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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방법

1.설계 모형

본 연구의 목 은 아로마테라피가 년여성의 수면과 피부건강에 미치

는 향을 규명함으로써 효과 인 건강 리의 재방법으로 그 가능성을

제시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후 설계(non-equivalentcontrolgroup

pretest-posttestdesign)를 이용한 유사 실험 연구로 연구모형은 Fig.1.

과 같다.

test

group

pretest posttest

-averagetimeto

gettosleep

-mainsleeptime

-qualityofsleep

-depression

aromatherapy -averagetimeto

gettosleep

-mainsleeptime

-qualityofsleep

-depression

→

aromatherapy

program

ㆍfor3weeks

ㆍ7times/week

ㆍtotal21times

→

control

group

-averagetimeto

gettosleep

-mainsleeptime

-qualityofsleep

-depression

-averagetimeto

gettosleep

-mainsleeptime

-qualityofsleep

-depression

Fig.1.Research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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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상 기간

본 연구는 2014년 6월 1일 부터 6월 21일 까지 G시에 소재한 년여성을

상으로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총 19명(실험군 12명, 조

군 7명)을 상으로 하 다.

3.측정도구

1)잠들 기 까지 걸리는 시간

잠잘 때 걸리는 시간은 수면에 들어가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본

연구에서는 상자에게 이를 설명하고,자고 난 다음에 걸리는 시간을 게

하 다.

2)주 수면(mainsleep)

주 수면은 잠들 때 들어가는 시간 뒤에 자는 잠으로 깰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본 연구에서는 상자에게 이를 설명하고,깨고 난 다음에 걸리는

시간을 게 하 다.

3)수면의 질

수면 측정은 오진주,송미순 김신미(1998)등이 개발한 주 수면 측

정 도구를 사용 하 다.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Likert형 4 척도이며,매

우 그 다 1 에서부터, 아니다 4 까지로 구성 되어 있다.도구의 수

범 는 평 은 1 에서 4 까지의 범 로 수가 높을수록 수면 상태가 좋다

는 것을 의미하고,총 은 최 15 에서 최고 60 의 범 를 갖는다.본 연

구에서 신뢰도는 실험 과 실험후에 각각 Cronbach'salpha=.955와 .939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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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울

우울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와 문가 2인의 도움을 받아 직

작성한 것으로 총 5문항으로 Likert5 척도이며,매우 그 다 에서 5 ,

그 지 않다 에서 1 까지로 구성되어 있다.도구의 수 범 는 평 은

1 에서 5 까지의 범 로 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총 은 최 5 에서 최고 25 의 범 를 갖는다.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실

험 과 실험후에 각각 Cronbach'salpha=.781과 .884이었다.

4.연구 차 로그램 진행방법

2014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G시에 소재하는 년여성에게 본연구자

와 아로마테라피사가 아로마테라피 시행을 한 사 조사를 통하여 참여자들

의 궁 한 과 욕구사항을 조사하 고 실험에 참가하 다.실험군과 조군

에게 상자의 인구학 특성 수면상태,우울에 해 설문지를 사용하여

로그램 시작 에 연구자가 직 설명하고 작성하도록 하여 수거하 고,

자료수집 방법은 첫 시간에 실험군과 조군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사

조사를 실시한 후 실험군은 연구자가 3주간 매일(20분씩)총 21회의 아로

마테라피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실시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조군은 아로마테라피를 실시하지 않고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와다 후미오(2013)의 자료에 의하여 사용한 천연오일은

에센셜 오일은 원액 그 로 피부에 바르지 않고 캐리어 오일에 희석하여 사

용하는데 보습에 좋은 아르간 오일 45g과 스윗아몬드오일 45g을 캐리어 오일

로 사용하 으며,라벤더에센스오일 3방울,제라늄에센스오일 3방울,편백에센

스오일 4방울을 블 딩 하여 실험집단에 사용하 다.

로그램은 총 3주,매일(20분씩)총 21회로 회기당 소요시간은 20분 이었

다.첫 시간에 연구목 과 아로마테라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자가 <Table

1>에서와 같이 아로마테라피를 실시했고,진행방법은 편안한 분 기의 실내

에서 시행하고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수면장애에 한 처 해결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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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도록 하고 공감 나 기를 통하여 아로마테라피에 한 질문 사항을 설명하

다.사후 조사 부분은 아로마테라피 실시 후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Table1>aromatherapyprogram

시행일 사용된 아로마오일 시피 처치방법

2014.6.1-6.21

아르간오일 45g,

스윗아몬드오일 45g

라벤더에센스오일 3방울

제라늄에센스오일 3방울

편백에센스오일 4방울

블 딩

얼굴과 목,목덜미에 도포하

면서 가벼운 마사지와 향기

를 흡입하게함

에센셜 오일은 원액 그 로 피부에 바르지 않고 캐리어 오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데 보습에 좋은 아르간 오일과 스윗아몬드오일을 캐리어 오일로 사

용하 으며 에센셜 오일로는 편백에센셜 오일,제라늄에센셜오일,라벤더에센

셜오일로 시피를 하 다.

(와다 후미오,2013,아로마테라피 교과서)

<Table2>본 연구에서 사용된 에센셜 오일의 주요효능과 방향성분

종류 주요 효능 주요 방향 성분

편백
진정,피로,회복, 액순환
진,냄새 제거,향균,향진균,항
바리어스,곤충 퇴치 작용

모노데르펜 탄화수소류:α-피엔 5∼20%
세스퀴테르펜 탄화수소류:카디넨 15∼25%
세스퀴테르펜 알코올:α-카디놀 5∼10%

제라늄

진정,진통,자율신경 조 ,항
우울,항경련,항염증,피지분비
조 ,피부 수렴작용,지 ,향
균,항바이러스,항진균 작용

모노테르펜 알코올 :85∼95%
에스테르류:5∼15%
알데히드류:시트랄 미량

라벤더

진정,진통,최면,항우울,자율
신경조 ,항경련, 압강하,항
염증,피부,상처치유,반흔 형
성 진,근육이완,피부세포 활
성화,향균 ,항바이러스,항진
균작용

모노테르펜 알코올:30~45%
에스테르류:40~45%
세스테르펜 탄화수소류:5% 미만
모노테르펜 탄화수소류: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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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해서 SPPS23.0/win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처리 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질병 건강 련 특성의 동질성은

X
2
-test로 분석하 으며,실험 실험군과 조군의 잠들 때 걸리는 시간,주

수면(mainsleep),수면의 질,우울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해 t-test로 분석

하 다. 한 실험군과 조군의 차이 비교는 t-test로,아로마테라피 실시

과 후의 잠들 때 걸리는 시간,주 수면(mainsleep),수면의 질,우울 수의

차이는 pairedt-test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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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과 고찰

1. 상자의 일반 특성의 동질성 검증

상자의 일반 특성의 동질성 검증하기 해 X
2
-tes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3>과 같다.연령에 따른 구분은 실험군에서는 40 75.0%, 조군이

71.4% 이었으며,50 이상에서 실험군 25.0%, 조군 28.6% 이었다.결혼상

태는 배우자와 함께 산다고 응답한 사람이 실험군 91.7%, 조군 100.0% 이

었다.소득수 은 실험군에서 100만원 미만이 8.3%,100-199만원 50.0%,

200-499만원 33.3%,500만원 이상 8.3% 이었고, 조군은 100-199만원

42.9%,200-499만원 42.9%,500만원 이상 14.3% 이었다.종교에 따른 구분은

실험군에서 기독교 33.3%,천주교 33.3%,불교,무교 각각 16.7% 이었으며

조군에서는 기독교 14.3%,천주교,불교,무교 각각 28.6% 이었다.교육정도

는 실험군에서는 고졸이 16.7%, 졸이상 83.3% 이었고, 조군에서는 고졸

이 14.3%, 졸이상 85.7% 이었다.직업에 따른 구분은 실험군에서는 회사원

25.0%,없음 자 업 8.3%,기타가 58.3%,이었으며 조군에서는 회사원

14.3%,기타 85.7% 이었다.건강상태는 실험군에서는 보통이 66.7%,건강함

33.3% 이었으며, 조군에서는 보통 71.4%,건강함 28.6% 이었다. 상자들의

월경상태는 실험군에서 규칙 임이 83.3%,비규칙,없음 각각 8.3% 이었으며,

조군에서는 규칙 임 85.7%,비규칙 임 14.3% 이었다. 일반 특성에

한 두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해 χ
2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은 동질하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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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Homogeneityanalysisingeneral

variable variable
test(n=12) control(n=7) total(n=19)

χ p
N(%) N(%) N(%)

연령
40∼50 9(75.0) 5(71.4) 14(73.7)

.029 .865
50∼ 3(25.0) 2(28.6) 5(26.3)

결혼상태
배우자 함께삼 11(91.7) 7(100.0) 18(94.7)

.616 .433
별거 1(8.3) 0(0.0) 1(5.3)

소득

∼100 1(8.3) 0(0.0) 1(5.3)

.889 .829
100∼199 6(50.0) 3(42.9) 9(47.4)
200∼499 4(33.3) 3(42.9) 7(36.8)

500∼ 1(8.3) 1(14.3) 2(10.5)

종교

기독교 4(33.3) 1(14.3) 5(26.3)

.237 .744
천주교 4(33.3) 2(28.6) 6(31.6)

불교 2(16.7) 2(28.6) 4(21.1)

무교 2(16.7) 2(28.6) 4(21.1)

교육정도
고졸 2(66.7) 1(14.3) 3(15.8)

.019 .891
졸 이상 10(62.5) 6(85.7) 16(84.2)

직업

없음 1(8.3) 0(0.0) 1(5.3)

.892 .595
회사원 3(25.0) 1(14.3) 4(21.1)

자 사업 1(8.3) 0(0.0) 1(5.3)

기타 7(58.3) 6(85.7) 13(68.4)

건강상태
보통 8(66.7) 5(71.4) 13(68.4)

.046 .829
건강함 4(33.3) 2(28.6) 6(31.6)

월경상태

규칙 10(83.3) 6(85.7) 16(84.2)

.735 .692비교칙 1(8.3) 1(14.3) 2(10.5)

무 1(8.3) 0(0.0) 1(5.3)

2.실험 주요변수에 한 동질성 검증

아로마테라피 실시 종속변수에 한 동질성을 검증하기 해 t-tes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4>와 같다.수면상태에서 실험군은 평균 2.63 ,

조군은 2.39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t=1.040,p=0.306).

우울에서 실험군은 평균 2.52 , 조군은 2.85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지 않았으며(t=-1.514,p=0.140),두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은 동질하 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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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Homogeneityanalysisbetweensleepandskinbeforetest

variable
test control

t p
(M ±SD) (M ±SD)

sleepimprovement 2.63±0.70 2.39±0.60 1.040 0.306

depression 2.52±0.67 2.85±0.57 -1.514 0.140

3.아로마테라피 실시 과 후의 잠드는 시간의 변화

본 연구 상자에게 제공된 아로마활동 로그램이 잠드는 시간에 미치는

정도를 악한 결과는 <Table5>와 같다.

상자의 잠드는 시간은 조군은 실험 평균 38.57분에서 실험 후 평균

13.86 분으로 변화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실험군은

실험 평균 36.83분에서 실험 후 평균 14.50분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

소하 다(p<0.05).

<Table5>Comparisonofpreandposttestrelatedtosleepdisturbance

variable
test control

(M ±SD) (M ±SD)

average
timetoget
tosleep

pre 36.83±26.63 38.57±33.38

post 14.50±16.36 13.86±8.01

t 2.700 0.021

p 1.748 0.131

4.아로마테라피 실시 과 후의 주 수면시간의 변화

본 연구 상자에게 제공된 아로마활동 로그램이 주 수면시간에 미치는

정도를 악한 결과는 <Table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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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수면시간은 조군은 실험 평균 311.43분에서 실험 후 평균

331.14 분으로 변화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실험군은

실험 평균 326.67분에서 실험 후 평균 362.67분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5).

<Table6>Comparisonofpreandposttestrelatedtosleepdisturbance

variable
test control

(M ±SD) (M ±SD)

main

sleep

pre 326.67±57.62 311.43±63.42

post 362.67±77.44 331.14±72.54

t -3.875 0.003

p -2.226 0.068

5.아로마테라피 실시 과 후의 수면질 정도의 변화

본 연구 상자에게 제공된 아로마활동 로그램이 수면질에 미치는 정도를

악한 결과는 <Table7>과 같다.

상자의 수면질은 조군은 실험 평균 2.76 에서 실험 후 평균 2.86

으로 변화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실험군은 실험 평

균 2.76 에서 실험 후 평균 3.08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p<0.05).

<Table7>Comparisonofpreandposttestrelatedtosleepdisturbance

variable
test control

(M ±SD) (M ±SD)

sleep

condition

pre 2.76±0.42 2.76±0.46

post 3.08±0.41 2.86±0.41

t -5.255 0.000

p -1.987 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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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로마테라피 실시 과 후의 우울 수의 변화

본 연구 상자에게 제공된 아로마활동 로그램이 우울 수에 미치는 정도

를 악한 결과는 <Table8>와 같다.

상자의 우울 수는 조군은 실험 평균 1.31 에서 실험 후 평균 1.28

으로 변화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실험군은 실험

평균 1.40 에서 실험 후 평균 1.30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p<0.05).

<Table8>Comparisonofpreandposttestrelatedtosleepdisturbance

variable
test control

(M ±SD) (M ±SD)

sleep

condition

pre 1.40±0.27 1.31±0.23

post 1.30±0.21 1.28±0.26

t 3.654 0.004

p 0.880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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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논 의

년여성의 시기는 신체 ,심리 ,사회 으로 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

게 되는 시기로써 이러한 요한 시기를 성공 으로 처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신체 ,심리 문제들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으로 축되

게 된다.(신수자,2005).특히 년 여성이 겪는 정신 ,심리 문제들 가운

데 표 으로 우울감과 수면장애를 들 수 있으며,따라서 상자들에게 아

로마테라피를 용하여 년 여성의 우울감 감소와 수면 향상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 다.

2014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약 3주간 G시에 거주하는 년여성 19명을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실험군과 조군 각각 12명,7명이었다.실험군에게

매주 7회씩 3주 동안 아로마테라피를 실시하고 실험처치 후 우울,수면 정

도를 측정하 다.

상자의 우울 수는 조군은 실험 평균 1.31 에서 실험 후 평균 1.28

으로 변화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실험군은 실험

평균 1.40 에서 실험 후 평균 1.30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아로마테라피의 수면향상과 우울감소에 해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윤선 등(2005)의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 32명을 상으로 아로마

테라피 처치 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군에 있어서 2주후 우울 정도가 유의하

게 감소하는 것을 보 지만, 조군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 아

로마요법이 액투석 환자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이명화 등

(2004)의 연구에 따르면 실험군과 조군 간에 실험 ·후 우울 수가 유

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65세 이상 남·여 노인을 상으로 아로

마향 목걸이를 활용한 로그램을 수행하여 우울 수면향상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에서도 3차 시기에 따른 우울감의 감소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아로마는 노인들의 생리 심리 효과를 미쳐 수면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효진,2008)

갱년기 여성을 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용 후 폐경증상 우울에 미치



-17-

는 효과를 살펴본 신수자(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로마테라피 실시 후

실험군과 조군의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년기 여성을 상으로 라벤더 향유를 용한(라벤더정유가 든 목걸

이를 일주일동안 오후 3시 이후부터 착용하게 하고,취침시 베개나 이불에 1

∼2방울 떨어뜨리게)수면장애와 우울에 미치는 향에 해 단일 실험군의

사 -사후 비교 연구를 수행한 이경희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상자의

주 수면 수는 실험 에 비해 실험 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자

의 우울 수 역시 실험 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 주제와

련하여 아로마요법이 수면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에 한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논문(2000-2012)42편을 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폐경기 년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상자를 상으로 36편(85.7%)이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최승환,하규수,2013).

특히 아로마요법은 방향성식물에서 추출한 순수 에센셜 오일의 약리작용을

이용해서 스트 스를 해소하고 몸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심신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 자연치유요법으로 상자의 정신 ,신체 정서 상태 환경 등

련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요법이라고 한다(최승완,

2011).이와 같이 아로마테라피에서 사용되는 천연향유의 향성분은 변연계와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신경계의 진정작용과 내분비기능에 향을 미치고

(Welch,1997),정신 ,신체 인 변화에 향을 수 있다.이것은 향의 흡

인과 EEG양상에 한 Diego등(1998)의 연구와 향의 주성분을 흡입하게 한

후 산단층조 술로 뇌 류량을 촬 하여 향의 성분이 뇌에 직 인 향

을 다는 것을 입증한 Nasel등(1994)의 연구를 통해서도 검증되고 있다.

이 듯 최근 우울감과 수면장애 감소 재로 많이 활용되는 아로마요법은

경제 이며,안 감을 증진시키는데 한 재방법으로 다른 비약물 요법

에 비해 시간과 장소에 한 구애가 없어 활용성에 있어 큰 장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Buckle,2001).-최승환,하규수(2013)인용

한편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아로마테라피마사지 집단,마사지 집단,휴

식 집단으로 분류하여 불안,기분, 처능력,그리고 활동,신체 변화,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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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을 통한 정 ·부정 반응을 평가한 결과 세 집단 모두에게서 불안

감소,기분증진이 찰되어 일반 마사지와 휴식도 아로마테라피마사지의 효

과와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것(Dunnetal.,1995)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향후 실험처치 기간을 다양하게 하고 시계열연구설계를 통한 반복

연구를 통해 마사지요법이나 다른 간호 재와 비교한 아로마 테라피마사지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이성희(2002)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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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 론

본 연구는 아로마테라피가 년여성의 수면과 우울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하기 하여 2014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G시에 소재하는 년여성에게

아로마테라피를 시행하 으며,수면 측정도구로는 오진주,송미순 김신미

등의 총 15문항으로.본 도구의 신뢰도는 실험 과 실험후에 각각 Cronbach's

alpha=.955와 .939이었다.우울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총 5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실험 과 실험후에 각각 Cronbach'salpha=

.781과 .884이었다.사용한 천연오일은 아르간오일 45g,스윗아몬드오일 45g,

라벤더에센스오일 3방울,제라늄에센스 3방울,편백에센스오일 4방울을 사용

하 다. 로그램은 총 3주,매주 7회 총 21회로 회기당 소요시간은 20분 이

었다.수집된 자료는 SPPS 23.0/win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X
2
-test,

t-test로,pairedt-test로 분석하 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잠드는 시간은 조군은 실험 평균 38.57분에서 실험 후 평균

13.86 분으로 변화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실험군

은 실험 평균 36.83분에서 실험 후 평균 14.50분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 다(p<0.05).

2. 상자의 수면시간은 조군은 실험 평균 311.43분에서 실험 후 평균

331.14 분으로 변화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실험군

은 실험 평균 326.67분에서 실험 후 평균 362.67분으로 통계 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 다(p<0.05).

3. 상자의 수면질은 조군은 실험 평균 2.76 에서 실험 후 평균 2.86

으로 변화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실험군은 실험

평균 2.76 에서 실험 후 평균 3.08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5).

4. 상자의 우울 수는 조군은 실험 평균 1.31 에서 실험 후 평균

1.28 으로 변화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실험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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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평균 1.40 에서 실험 후 평균 1.30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 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년여성에게 아로마테라피가 수면향상에 향

을 주고,우울감을 개선시키는 재방법임이 확인된바,충분한 수면을 취하므

로 신에 피로를 풀어주고, 그에 따른 향으로 우울도 향상될 수 있도

록 임상에서 활용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아로마테라피에 한 통합된 로토콜개발이 필요하다.

2.아로마테라피에 한 문 인력 양성 교육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반

복연구가 필요하다.

3.아로마테라피 용 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오일의 종류를 비교 분

석하여 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4.아로마테라피의 국외 논문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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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상자 설문조사

*다음 을 읽으시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 한 가지를 골라 번호에 V

로 표시해 주시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자세히 어주시기

바랍니다.

1.나이 :

① 25세 미만 ② 25∼30세 미만 ③ 30∼40세 미만 ④ 40∼50세 미만

⑤ 50세 이상

2.성별 :① 남 ② 여

3.결혼상태

① 독신 ② 배우자와 함께 산다 ③ 별거 ④ 사별 ⑤ 이혼

4.월수입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미만

③ 200∼500만원미만 ④ 500만원 이상

5.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6.교육정도 :① 무학 ② 졸 ③ 졸 ④ 고졸 ⑤ 졸 이상

7. 재 직업 유무

① 없다 ② 공무원 ③ 회사원 ④ 문직

⑤ 자 사업 ⑥ 기타

8.건강상태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보통이다 ④ 건강하다 ⑤ 매우 건강하다

9.월경상태

① 규칙 ② 비규칙 ③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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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우울양상

우울양상 – Radloff(1977)의 CenterforEpidemiologicstudies-Depression(CES-D)

답변요령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태에 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16 이상일 때 우울장애의 가능성이 높다고 니다.

-------------------------------------------------------------

1.극히 드물다.(일주일 동안 1일 이하)

2.가끔 있었다.(일주일 동안 1일에서 2일간)

3.종종 있었다.(일주일 동안 3일에서 4일간)

4. 부분 그랬다.(일주일 동안 5일 이상)

1.평소에는 아무 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2.먹고 싶어도 식욕이 없다.

3.어느 가 도와 다고 하더라도 나의 울 한 기분을 떨쳐 버

릴수 없을 것 같다.

4.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 하기가 힘들었다.

5.비교 잘 지냈다.

6.상당히 우울했다.

7.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8.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9.지 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 어도 보통 사람들 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11.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하 다.)

12.두려움을 느 다.

13.평소에 비해 말수가 었다.

14.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

15.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6.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하는 것 같았다.

17.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8.마음이 슬펐다.

19.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20.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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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수면의 질 측정도구

수면의 질 측정도구(한국형 수면척도)

※ 지난 일주일 동안 느끼는 수면에 한 느낌의 내용들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으신 후 가장 일치하는 란에 √로 답해 주십시오

번

호
항목

매우

그 다
그 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잠드는데 오래 걸린다

2 자다가 자주 깬다

3 자다가 깬 후 다시 잠들기 어렵다

4 자다가 많이 뒤척인다

5 잠을 많이 자지 못한다

6 수면장애로 인한 문제가 많다.

7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일상생활에
향을 다

8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걱정이 된다.

9 밤에 잠을 매우 잘 잔다

10 아침에 깼을 때 굉장히 피곤하다

11 밤잠이 충분하지 못하다

12 꿈 때문에 잘 못 잔다

13 생각했던 것보다 아침에 일 일어난다

14 낮에 졸린다

15 낮잠을 많이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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