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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romatherapy on sleep disorder and stress among  schizophrenic patients. 

The research that utilized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 test 

design was conducted on 74 patients(37in the experiment group, 37 in the   

control group) for  a month from June to July 2005 in a hospital.

With the use of the SPPS 11.0/WIN program, personal data  of the subjects 

were analysed into frequency and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s          

was decided at the P value of 0.005. The paire t-Test  is applied  to 

compare and verify the scores from sleep disorder and stress.

As for the aromatherapy, blended essential oil such as roman chamomile, 

lavender, sandalwood, and majoram at be ratio f 3;2:1:1 was vaporized using  

an evaporator. In order to measure  sleep, a subjective questionnaire of 15 

question   items that  was developed by Jinju Oh, Misun Song, and  Si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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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988) was used. For measuring stress, a questionnaire of 20 question 

items which was modified from the Psychological Well-bing Index(PWI) that 

was originally based on Gho-60, the Social Well-being Index, developed  by 

Godberg.

After the aromatherapy, the comparison of the scores attained from sleep 

and stress show a  significant result of 36±5.11 on the pretest   and 

46.6±4.78(p=0.000) on the post test in the experiment  group, on  the 

contrary, an insignificant result  of 38.8±5.02 in the pretest    and 

38.6±4.60 in the post test in control  group. The difference in the scores 

for sleep  between the groups shows a significant  result of  -2.59±1.18 0n 

the pretest  and 7.97±1.09(p=0.000) on the post test.

As for  the stress score, the score  shows a significant drop from 

48.3±10.0 on thepretest to 36.3±8.20(p=0.000) on the posttest in  the 

experiment group, but in the control group, there was an insignificant 

increase  47.8±8.10 on the pretest    to 48.5±7.93 on the posttest. The 

difference in the  stress scores between two    groups was   0.43±2.12 on  

the pretest and 12.18±1.87(p=0.000) on the posttest. In conclusion,  the 

research shows  that  an appropriat  choice of aromatherapy has effects on 

reducing or  getting rid of sleep   disorder and stress.  Having   few 

adversary  side   effects, aromatherapy is considered  as  an option  for  

health care programs from the  perspective of natural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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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A. A. A.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현대사회는 여러가지 내적, 외적 자극원인에 의하여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이는 정신질환자에게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포괄적 정신건강의 측

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가장 흔하게는 불면증의 형태 또는 

수면과다증, 악몽, 사건수면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심각한 수면장애와 관련된다. 정신분열병 

환자에게서 정신병적 발병 전에 악몽의 빈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 수면의 악화

가 흔하다. 수면뇌파검사는 대부분의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수면이 분절되고 서파수면이 감소

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급성 정신분열병도 역시 렘잠복기의 단축과 관련된다.(Martin Reite 

et al, 2001)

수면은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힘과 건강을 유지하는 기전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충전하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oreman & Wykle, 1995). 따라서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단지 피로감뿐만 아니라 신체의 회복력과 정신적 통합력이 약해지고 학습력과 기억력

에도 장애를 받고 스트레스나 불안이 증가되어 개인의 안녕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Clark, Flowers, Boots & Shettar, 1995).

수면장애는 야간수면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더욱 많아지고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문제가 있을 때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다. 수면문제는 환경변화나 정서적 불안과 상관이 크다는 보고가 있으며 숙면을 취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심리적, 생리적 건강수준의 차이 연구에서 두 가지 모두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고 했고 정신심리상태가 불안한 사람일수록 수면양상이 불량하다고 하였다

(Monroe, 1967, 이소우, 1986).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중년기 여성에게 라벤다 향유를 이용

한 아로마요법이 주관적인 수면점수와 우울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이경희, 2001).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장애가 발생하는 기전은 주로 심리- 신경-내분비-면역학적 

고리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심리적인 불안정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신체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혈압상승, 긴장

감 고조와 함께 수면장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호르몬의 불균형과 면역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이소우, 1982). 또한 스트레스는 약물의존, 음주 및 흡연을 증

가시키고 대인관계의 기피 등 행동학적인 변화를 유발시키기도 하며 (Baker, 1985), 심하면 

불안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전하게 된다(Wein berg,2000). 스트레스는 개인

의 사회, 인구학적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이 속한 집단의 환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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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개인의 성격이나 대처 방식에 따라서 동일한 문제나 상황

이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며 처해진 주

변 상황 및 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이용진, 2000)

스트레스상태에서 기분 좋은 향을 흡입할 때 불안, 공포, 분노 등의 직접적인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뇌 변연계에 작용하여 스트레스가 완화되게 된다(Zatorre et, Bucle, 1993: 

1992: Martin, 1996). 타액중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량 측정이나 향의 흡입에 

의한 타액중의 면역 글로불린 A의 분비량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아로마향과 스트레스완

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Wells Federman, 1995: Zeller et al, 

1996).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에 대한 대처 방안과 관리방법에는 이완요법, Biofeed back, 인

지요법, 명상, 요가, 심상요법, 아로마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들이 연구 개발되어 있고 건강하

지 못한 해소방법으로는 약물남용, 흡연, 알콜중독, 과식 등으로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오홍근 등, 1999). 

아로마요법은 다양한 천연식물에서 추출 정제한 천연향유(Essential oil)의 치료적 성분을 이

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 유지 및 활력을 증진 시키려는 일련의 

치료법이다(Buckle, 1999, Wheeler Robins, 1999). 좋은 향을 통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정

신과 육체가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방법이 아로마요법 이며(Buchbauer et 

al, 1993, Lawless,1997), 여기에 이용되는 향의 원료는 천연 식물의 대부분이 식물의 생식

기관에 해당되는 꽃, 열매, 과일, 종자 등에서 얻어진다(Cono, 1993). 이러한 약리활성성분을 

포함한 천연성분이나 식물추출물의 향을 흡입했을 때 일어나는 신체의 생리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Passant, 1990: Tobin, 1995: Lennox, 1997). 향을 흡

입할 때의 심장박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로즈의 진정효과를 보고하였고 유발 뇌파

변화를 측정하여 라벤다, 자스민의 진정성과 흥분성을 조사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었다(Nachi, 

1990, Worwood,1991:Dunn et al, 1995). 아로마요법에 사용되는 천연향유는 200여종이 넘

고 심신의 진정 및 이완작용을 가진 정유에는 라벤더, 케모마일, 마조람, 버가못, 샌달우드 등

이 있다. 향유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흡입을 통한 후각과 대뇌 변

연계로써 실제 흡입법은 아로마요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안전한 방법이다(Buckle, 

1992). 흡입을 통한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진정 및 이완작용이 동물실험이나 신경생리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서 검증되어 있다(Buchbauer, et al, 1991:Lis-Balchin,  & Hart, 1999). 에

센셜오일의 분자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terpene, ester, keton 등의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방부, 살균, 점액질용해, 진정작용등을 발휘한다. 처음에는 향수의 원료와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데 사용하다가 그 방부성효과, 자극성효과, 이완효과가 알려지면서 의학

과 피부 미용학 등에 이용하게 되었다(오홍근,1998). 아로마요법 시행 전후의 스트레스 점수

와 수면장애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시행 전보다 시행 후 모두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옥,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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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요법은 전통적인 치료 중심의 보완. 대체적 수단으로서 용이한 접근성과 경계성을 지니

고 있어, 실무에 쉽게 통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Synder, 1985; Gordon, 1996) 특유의 

자연적 친화력으로 인해 인간의 몸과 마음에 함께 작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자연친

화적 건강관리의 중재 방법을 구상하고 개발하여 이를 실천해 나아가야 할 현 시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특성을 지닌 아로마요법은 만성 정신질환자의 건강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이

들이 바탕하고 있는 가족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강문제 중에서 스트레스와 수면장

애에 아로마요법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B. B. B. B.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로마요법이 정신분열병환자의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함으로써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건강관리의 중재방법으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며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정신분열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b. 아로마요법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c. 아로마요법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C.C.C.C.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a. a. a. a. 아로마요법아로마요법아로마요법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Aromatherapy)은 각종 식물의 꽃, 열매, 줄기, 잎, 뿌리 등에서 추출한 휘발성 

향유인 에센셜 오일을 흡입하거나 목욕, 맛사지 등의 방법을 이용해 심신을 건강하게 하며 정

신적, 신체적, 사회적(환경적), 영적인 면에서 탁월한 치유 효과를 가져오는 전인적인 치료를 

말한다(오홍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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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정신분열병정신분열병정신분열병정신분열병

  정신분열병의 결정 기준은 3D 즉 진단(Diagnosis), 기간(Duration), 능력부전(Disability)을 

포함한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하여 인간의 인지, 지각, 정동, 의지, 행동, 사회활동 등 다

양한 정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일상생활, 사회적, 직업적으로 역할에서 기능의 

손상이 있으며 어느 정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김청송,2000).  

 진단은 DSM-Ⅳ(American Psychiaric Association, 1994)의 Axis Ⅰ에서부터 Axis Ⅱ까지 

걸쳐 있다(이근후, 1989).

 본 연구에서는 DSM-Ⅳ의 진단기준(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에 의해 정신

분열병으로 진단받고 전남지역 1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c. c. c. c. 수면장애수면장애수면장애수면장애

  일반적으로 수면장애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가장 큰 수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로 불면증의 호소와 낮 시간의 피곤함을 초래함으로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Ancoli Israel et al 1985).

 본 연구에서는 오진주 및 송미순, 김신미(1998)가 개발한 주관적  수면측정 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Likert형 4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1점에서부터 전혀 아니

다 4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점수 범위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많을

수록 수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d. d. d. d. 스트레스스트레스스트레스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명현상중의 하나이며 모든 종류의 급성, 만성의 스트

레스는 행동, 정신의 기능에서 다양한 정도의 퇴행을 일으킨다. 또한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어 뇌혈관계 심혈관계 질환 및 악성종양등 주요 만성질환을 일으

키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Mckee, 1993, Levi, 1996). 스트레스 측정은 정신, 사회적 

안녕수준의 지표로 사용되는 Godberg의 GHQ-60을 기초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된 45개문항의 사회심리적 건강수준(Psycholosgical Well-being Index, PWI) 설문지(대

한예방의학회,1993)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 Likert형 4점 척도로 매우 그

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의  점수 범위는 최저 20점

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적을수록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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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A. A. A. A. 아로마요법아로마요법아로마요법아로마요법

  대체의학의 주류로써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아로마테라피의 목표는 보살핌을 통

해 인간의 자연 치유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하혜정‧ 김희숙‧ 강희선, 2003).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인류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며, 웰빙(Well Being)

이란 신종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현대인들의 관심은 건강에 집중되어 있다. 건강의 관점도 치

료 차원이 아닌 예방 차원으로 바뀌고 있다.

아로마요법은 방향성 순수자연성분인 천연향유를 이용하여 치유와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향수가 화학구조를 인위적으로 모방해 만든 인공의 향으로 

남에게 좋은 냄새를 풍겨주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아로마요법에 사용하는 향은 100% 순수 

자연식물에서 추출, 정제한 것으로 자기의 코를 통해 들이마심으로써 몸 안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준다(오홍근, 1997). 

현대의 아로마요법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러 프랑스의 화학자 Rene Maurice 

Gattefosse에 의해 천연향유의 치료적 화학성분과 분자구조가 규명되어지고 그 각각의 성분

들보다 향유 자체로서의 치유효과가 더 뛰어남을 발견하고 의학적 활용을 주장하였다

(Sanderson & Ruddle, 1992).

 천연향유란 식물의 각 부위 즉 꽃잎, 잎사귀, 줄기, 박피, 과일, 표피, 과육, 뿌리, 씨앗 등에

서 물이나 증기  추출법으로 뽑아내거나 감귤류 열매의 경우 내피를 순전히 압축법으로 추출 

되어지는 향과 휘발성을 가진 물질이다(Sanderson & Ruddle, 1992).

식물에서 추출된 천연향유는 알코올, 케톤, 페놀 등의 화학적 성분으로 분리되어 질 수 있으

며, 이러한 화학적 성분들이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졌다. 따라서 각 향유의 화학성분

과 그 작용과 부작용 및 주의 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향기요법 실행

에 필수적인 부분이다(Avis, 1999: Woodham & Peters, 1998).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화학적 구성이나 분자로 되어 있는 천연향유는 코를 통한 흡입, 마사지

와 같은 접촉에 의한 피부 또는 구강을 통한 복용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진다(Buckle, 

1999: Woodham & Peters, 1998). 

Buckle(1992)은 천연향유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후각과 대뇌의 

변연계라는 것을 발견했고, 따라서 흡입은 아로마요법에서  가장 흔히 안전하게 사용되는 방

법이다. 향기 흡입의 기전을 보면 천연향유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휘산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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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개의 분자로 코를 통해 흡수되는데 향의 두뇌전달경로는 향기입자를   함유한 공기가 

비갑개골을 통과하여 향기입자는 섬모라고 부르는 후각 수용기에 의해 감지된다. 

 섬모는 감지된 메시지를 후각신경계에 전달하고 메시지는 후각상피세포의 기저로 통과하여 

대뇌의 변연계를 통해 두뇌로 전달된다. 이렇게 두뇌로 전달된 향기 입자는 변연계로 시상하

부에 작용하여 신경계의 진정작용과 내분비기능에 영향을 미치고(Welsh, 1997), 신체적, 감

정적 변화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Buckle, 1992: Martin, 1996: Woodham & peters, 

1998). 

아로마요법에서 사용되는 천연향유는 일반화학약품에 비해 몸에 축적되지 않고 호흡기, 간과 

신장체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Maddocks, 1994). Jirovetz and 

Fritzer(1992)의 연구에서는 국소부위에 라벤더 향유를 마사지한 후 5분 내에 혈액에서  라

벤더의 주성분이 검출되기 시작하여 20분후 최대치를 보이고 90분후에는 대부분이 제거되었

다고 보고하였다. 로만카모마일(Roman Chamomile)은 꽃을 증기 추출한 향유로 주성분은 

ester(75%)이며 독성이 낮고 효능으로는 소염, 진경, 월경촉진, 해열 등의 작용이 있고 심리

적 효과로는 마음의 안정 및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다. 샌달우드(Sandalwood)는 뿌리와 목재 

부분에서 향유를 채취하는데 오일은 은근하면서도 강한 향과 약간 끈적끈적 하면서 노란 빛

깔을 띄는 오일이다.  향은 달콤하면서도 나무냄새가 나고 독특한 사향 냄새가 나는데 바로 

이 성분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사람들을 감각적으로 만들어 준다. 또한 정신적으로 안정되

게 해주고 불면증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라벤더(Lavender)는 꽃에서 추출

한 수목향이 가미된 가볍고 깨끗한 꽃향기가 나는 향유로 신경안정, 항 우울, 진경, 진통, 살

균, 구충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으며 다른 오일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효과가 높아진다. 

마죠람(Marjoram)은 풀잎에서 오일을 추출하며 부드럽게 스며드는 가볍고 향긋한 향으로 신

경이완, 스트레스, 성욕억제제, 진통, 진경, 소화, 살균등의 효능이 있으며 불면증이나 깊은 정

신적 상처 즉 한숨을 많이 쉬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며 정서를 부드럽게 하고 슬픔이나 고독감

을 느낄 때 기분 전환의 효과가 있다(오홍근, 2003).

Milne(1990)은 아로마요법의 잠재적 치료효과를 비교연구하기 위해 국민보건사업 현장 중 4

곳- 호스피스, 외과병동, 감염성 질환치료시설, 급성 정신질환병동-에서 아로마요법을 적용하

여 대상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이완 및 진정효과, 항 우울 작용과 근육의 통증완화, 사람들과

의 거리낌 없는 대화를 격려하며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미용적인 측면에 사용가능하고 신뢰

할 만하다고 효과적인 면을 표현 하였다고 보고 하였다(Sanderson & Ruddle, 1992에서 인

용). 아로마요법이 오랜  세월에 걸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적 효과

를 검증하는 연구는 최근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임상응용과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Buckle, 1992: Wheeler Robin, 1999: 

Woodham & peter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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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정신분열병정신분열병정신분열병정신분열병

  정신분열병은 뇌의 기질적 장애로 인한 의식의 혼탁의 징조 없이 사고(thought), 정동

(affect), 감각(perception), 의욕(volition), 활동(mptor behavior)등 인격의 각 측면에서의 특

이한 와해를 일으키는 병으로(이정균,1995) 15-25세의 젊은 나이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영희와 김이영, 1989). 정신분열병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하여 인간의 인지, 지각, 

정동, 의지, 행동, 사회활동 다양한 정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

회, 1997). 정신질환자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진단기준으로 정신분열병이나 기타 정신병, 중중

의 우울증, 정동장애 등이 포함되며, 지속기간으로 1년 이상 입원경험이 있으며, 무능력의 기

준에서는 일상생활과 활동에서의 기능장애를 가질 때를 의미한다(이정숙, 김수지, 정신간호학

회지 2002).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특징은 다른 정신장애 환자보다도 정신내적기능, 성격구조 

및 인간관계에 있어 대단히 심각한 장애를 보여준다(김혜영, 1998). 증상으로는 크게 양성증

상과 음성증상으로 구분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며, 1개월 이상의 활성기 증상이 있어

야 한다. 즉 망상이나 환각, 와해된 언어, 행동, 그리고 음성증상 중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을 나타내야 한다(김청송, 2002). GAF(Global Accessment Function)는 현재의 적응능

력과 과거 1년간의 적응능력을 평가하는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로서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00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능력이 향상됨을 의미하며, GAF점수에 따라 정신장애 

1급(40점이하), 2급(40~50점사이), 3급(51점~60점사이)으로 구분한다. 61점에서 70점 수준

에서는 약간 경미한 증상(우울증, 경도의 불면증)과 일부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 그리고 

경미한 수준의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로 잘 기능한다고 한다. 

정신분열병의 증상의 정도와 경과는 생물학적 취약성과 스트레스 대응 능력인데 생물학적 취

약성 때문에 자주 재발을 일으키는 만성정신질환으로  신경정신 약물치료는 그러한 재발과 

악순환을 막는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고(이성동과 김상준, 1999) 그 외 여러 가지 정신재활

프로그램이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20~30여전 전부터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정신재활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Bellack, Tuner, Hersen, Luber, 1984). 

C. C. C. C. 수면장애수면장애수면장애수면장애

   수면은 인간의 삶의 1/3을 차지하며(Baker, 1985) 신체적, 또는 심리적 기능을 회복시키

는 자연발생 현상으로(Bahr, 1983) 비교적 활동이 적고 외적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역치가 

현저하게 상승하는 것 등의 특징을 가지며 순환하는 것이고 쉽게 그것을 깨뜨릴 수 없는 상

태이다(Hartman, 1987). 수면의 기능은 낮 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고 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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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휴식을 취하는 생존전략으로 단지 ‘본능’을 암시하게 되는 원기회복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Mphil,1988). 즉 수면은 기본적인 욕구로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균형과 안녕을 위해 

필수적이며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유지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수면양상의 변화는 각 개

인에게 있어 중요한 건강문제이다. 또한 수면은 NREM(npn-rapid eye movement)수면과 

REM(rapid eye movement)수면으로 나뉜다. NREM 수면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수

면시간의 75~80%에 이르고 최소한의 정신적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것임에 비해 REM 수면

은 20~25%에 이르고 왕성한 정신적 활동을 특징으로 한다(Foreman et al 1995). 이러한 

수면동안에는 심혈관계, 호흡기계, 위장계 뿐만 아니라 뇌혈류와 대사, 온도조절, 내분비, 신

기능 등에 변화가 초래된다.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이, 성, 불안과 우울, 식이, 수면자세, 호흡, 온도, 유전으

로(Mphil, 1988), 수면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수면-각성양상, 취침습관, 음식 및 약물, 환경적 

요인, 생리적 요인, 질병 요인이 포함된다고 보고하였다(Foreman,1995). 또한 서로 다른 개

인의 정신적인 특성에 따라 수면요구도 매우 다양하며 단수면 자(short sleeper)는 일반적으

로 부드럽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고 장수면자(long sleeper)는 만

성적으로 무엇엔가 불안 또는 우울해 하는 ‘근심가(worrier)'로 구분 짓기도 한다(Hartmann, 

Fredrick &Zwilling, 1972). 

 김상국(1999)은 한국인 정상 성인의 평균 총 수면시간은 443.6분으로 보고 하였으며, 또한 

김신미(1996)가 보고한 성인의 수면실태 조사에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보면 9시~12시 사

이에 대부분이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보고하는 가운데 9시 이전에 잠드는 경우가 10.3%, 12

시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경우도 10.5%로 나타났다. 아침에 깨는 시간은 오전 4시~6시 사이

가 가장 많아 49.5%에 이르며 그 다음이 6시~8시로 34.6%이며 아침에 깨는 즉시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47.5%로 대다수가 1시간 이내로 더 누워 있었다고 하였다. 수면양상의 변화는 

신체적, 생리적 손상의 초기 증상이며(Edell Gustaffeson et al 1994), 수면 각 단계가 변화

되면 감정의 변화가 초래되는데 피로감 , 불안정성, 공격성이 증가된다(Chuman,1983). 수면

박탈이 수면구조와 피로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수면박탈 익일에는 피로감, 불쾌감, 졸리

움을 매우 심하게 느꼈고 제 1,2회복 일에는 약간 느꼈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제 3

회복 일에는 정상수준이었다(김완중,1991). 

 수면장애는 피곤, 혼돈, 집중장애 등의 심리 사회적인 현상부터 현훈, 지남력 장애, 감각 장

애 등의 신경-생리학적 현상까지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며(Mphil, 1988), 생리변화

와 행동장애 뿐 아니라, 심지어 정신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질병의 회복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Farr et al, 1988). 이렇듯 수면장애는 수면체계의 변화 뿐 아니라 그로 인

해 일상기능에도 변화를 초래할 때 적용되는 비 특이적인 용어이다. 즉 잠이 들거나 혹은 깨

어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수면기간의 변화, 정신적 불안정, 일상생활의 기능변화 

등을 초래하며 이러한 수면장애가 지속될 때는 운동기능이나 인지능력의 상실, 행동변화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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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되고 자율신경계 및 다른 기관들의 생리적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

은 정상수면으로 회복될 경우 다시 정상상태로 돌아오게 된다(최명애 등, 1997). 

 수면장애의 원인은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신체적 요인으로는 관절장애, 위궤양, 두통 등의 통증을 가장 많이 지적 하였고(김

신미 등, 1997), 위장관, 근골격계의 통증, 야뇨증 같은 신체적 불편감을 제시하고 있다

(Floyd, 1993). 심리적 요인으로는 근심 걱정이 많고 깊은 생각에 잠기고, 불합리한 사고가 

지속되고, 흥분된 사고기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는 생리적 기

능장애보다 10배나 더 많은 55%이상 이라고 보고하였다(이현수, 1996).  이와 함께 환경적 

요인으로는 외부환경, 즉, 소음, 방안의 온도, 환기불량을 수면방해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병

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베개, 가운, 침대, 소음, 온도, 조명 순으로 나

타났다(김미영, 1997). 각각의 요인별로 살펴볼 때 연령과 수면방해 요인 중에서 신체적 요인

과 환경적 요인은 연령 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60세 이상군의 29.4%에

서, 40~50대군은 해당군의 20.9%에서 신체적 요인에 의한 수면장애를 호소한 반면 20~30

대군에서는 해당군의 9.5%에서만 신체적 요인을 보고하고 반대로 환경적 수면방해요인은 

20~30대 군에서 가장 많다고 하여 환경에 따라 신체적 불편감이 증가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으며(김신미, 1997), 50대에서 스트레스와 소화불량정도가 높고, 수면유

도시간이 길며, 수면만족도가 낮아 가장 건강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수면만족도, 소화불량 정도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2000).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인에 의한 수면의 변화는 수면과 관련된 호흡장애, 코골이, 주기

적인 다리의 움직임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낮시간 졸리움은 일하는 시간에 부적절한 졸리움을 말하며, 수면장애자들은 앉아 있는 동안

에도 깊게 잠이 들며, 낮잠을 피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Baker, 1985). 불면증이란 수면부족

에 의해 낮 동안의 피로를 호소하는 것(Bahr, 1983)으로 다음 4개의 요인 즉, ‘깊게 잠들기

가 어렵다’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아침에 너무 일찍 잠이 깬다’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가 않다’ 중 1개 또는 그 이상으로 인해 깊게 잠들지 못하거나 부적합함을 호소

하거나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면장애와 관련이 있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에 대해 

살펴보면 나이가 들면 조직의 이완으로 코고는 경우가 증가하며 코골이는 상기도 구조의 결

함을 의미하는 비정상적인 수면의 중요한 증상으로 심하게 코를 고는 사람은 혈류학적 이상

으로 인해 심혈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수면 무호흡은 밤에 자는 동안 호흡중단의 결

과인 비정상적인 호흡으로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혈관 손상으로 인하여 갑작스

럽게 사망할 수도 있다(Bahr, 1983).  

이처럼 수면장애에 대한 해설은 질적, 양적으로 혼합된 표현으로서 매우 다양하여 평균적으로 

환자의 1/4정도가 수면이나 수면장애에 대한 정보를 놓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커피, 차, 

콜라 같은 카페인은 자극제이므로 저녁식사 이후에는 피해야 할 음료이며 알코올은 우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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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최면효과가 있긴 하지만 수면에는 방해가 된다고 보고하고있다(Edell-Gustaffeson, 

1994). 이러한 수면장애는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

난 것은 우리나라 일반 성인의 생활양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출근이나 등교, 주부라면 

아침식사 준비 등으로 아침에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 이러한 

낮은 수면 만족감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김신미, 1997).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 현대

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면장애는 간과할 수 없는 건강문제이다. 또한 수면장애의 요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요인이 있으며 수면장애 발생시 건강 및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정(assessment)과 개별적인 중재가 요구된다

(Hoch & Reynolds, 1986). 

D. D. D. D. 스트레스스트레스스트레스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상 중의 하나이며 모든 종류의 급성‧만성의 스트레스

는 행동, 정신에서 다양한 정도의 퇴행을 일으킨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기분 좋은 향을 흡입

할 때 불안, 공포, 분노 등의 직접적인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뇌 변연계에 작용하여 

스트레스가 완화 된다(Zatone et al, Buckle, 1993: 1992: Martin, 1996).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정의는 개인에 의해 지각되는 내. 외적 자극을 가리키며 이는 감정을 

유발하고 마침내는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생리적 변화를 야기하며(이평숙과 한금선, 1996) 

인간의 신체 및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의한 신체적 증상으로는 고혈압, 위궤양, 과민성대장증후군, 알러지, 

천식, 피부염 및 면역세포의 작용을 약화시켜 암등 생명과 관련된 질병을 일으키며(H. N. 

Kogan and J. Bowers, 1984)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무기력감, 적대감, 불안, 우울 등의 심리

적 부적응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 하다(전겸구, 1996). 

 스트레스는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자극요인에 의해서 경험 하게 되며 어느 정

도까지는 생존과 안녕에  필요한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너무 큰 스트레스, 또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부

적응 상태가 되며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고 질병을 유발하게 되며 환자의 경우는 질병의 

회복 적응능력에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미친다(강지숙, 1984).

 적당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이나 문제해결의 촉매로써의 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D. Meichenbau, 1982). 적정수준의 스트레스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여 사람들로 하

여금 성장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부정적 

효과를 발휘하여 조직에 손해를 끼치게 할 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일으키게 하거나 

심한 경우 죽음으로까지 발전하게 한다는 것이다(R. Hockey,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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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분열병의 발병원인 중 스트레스와 관련지어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은 취약성-스트레스-대

응능력 모델이며,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장애와 스트레스는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적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대응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정신장애를 유발시킨다고 본다

(Liberman, 1988). 

 Brown(1974)은 정신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발병적 생활사건 발생이 많다고 하였고 

Serban(1975)도 정신질환자는 사회 환경에 민감하고 생활변화 혹은 위기 시 긍정적 및 부정

적 자극에 대하여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어떤 한 요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손경희, 1997) 이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정상인보다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김철권, 1999).  

 정신질환에 있어서 스트레스관리는 건강에 위험요소인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증상을 완화 내지는 조절하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삶, 즉 최고의 건강 상태에서 삶의 지혜를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삶, 곧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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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A. A. A. A. 연구설계연구설계연구설계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로마요법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수면장애와 스트레스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 이다<Figure 1>.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x  : Aromatherapy

           <Figure 1> Research Design

B. B. B. B. 연구대상 연구대상 연구대상 연구대상 및 및 및 및 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료수집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연구는 2005년 6월부터 7월까지 N시에 소재한 K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중 

DSM-Ⅳ에 의해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고 기능평가(Global Assesment Function: GAF) 점

수가 41~60점 사이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80명중 프로

그램과정에서 퇴원이나 외박, 증상이 악화되어 탈락한 자를 제외한 총 74명(실험군 37명, 대

조군 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세 이상인 남, 여 환자로서 연구 참여를 허락한 자

* 정신질환의 심한 증상으로 환각, 망상, 위축, 정서적 부조화 등 급성기 증상이 소실된 자

* 행동장애(난폭행동, 자해, 타해 등)가 없는 자

*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가 가능하고 연구 질문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 임신, 고혈압, 심장질환, 간질등의 질환이 없고 현재 신체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자.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              O₁                    X                       O₂

  Con              O₁                                            O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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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수집  방법은 첫 시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사전조사를 실시

한 후 실험군은 연구자가 매주 5회 40분씩  총 10회의 아로마요법을 시행한 후 사후 검사를 

실시, 대조군은 아로마요법을 시행하지 않고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하였다.

                                                                    

        C. C. C. C.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도구도구도구도구

        a. a. a. a. 향기 향기 향기 향기 흡입법을 흡입법을 흡입법을 흡입법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도구도구도구도구

  로만 케모마일,  라벤더, 마조람, 샌달우드 향을 3:2:1:1의 비율로 브랜딩 하여 증발기사용. 

        b. b. b. b. 수면 수면 수면 수면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오진주 및 송미순, 김신미(1998)가 개발한 주관적 수면측정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Likert형 4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1점에서부터 전혀 아니다 

4점까지로 구성되어있다. 도구의 점수 범위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자에 의해 Cronbach's a지수  0.75였고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전 0.773, 실험 후 0.825 였다.

        c. c. c. c.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스트레스 측정은 정신, 사회적 안녕수준의 지표로 사용되는 Godberg의 GHQ-60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된 45개문항의 사회 심리적 건강측정표

(Psycholosgical Well-being Index, PWI) 설문지(대한예방의학회,1993)를 수정 보완하여 사

용하였으며 총 20문항 Likert형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

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의  점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

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 지수가 실

험 전 0.902, 실험 후 0.92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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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D. D. 연구진행  연구진행  연구진행  연구진행  절차절차절차절차

  본 연구는 2005년 6월 1일부터 7월 30까지 실시되었으며 예비조사, 아로마요법 개발, 사

전조사, 프로그램 진행 및 사후조사 순으로 실시함.

a. a. a. a. 예비조사 예비조사 예비조사 예비조사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N시에 소재하는 K병원에서 정신분열병환자들을 대상

으로 아로마요법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궁금한 점과 욕구사항을 조사함.

b. b. b. b. 사전조사사전조사사전조사사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수면장애,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지를 사용

하여  프로그램 시작 전에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고 작성하도록 하여 수거함.

c. c. c. c. 아로마 아로마 아로마 아로마 요법요법요법요법

   자료수집 방법은 첫 시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사전조사를 실

시한 후 실험군은 연구자가 매주 5회(40분씩) 총 10회의 아로마 요법을 연속 2주간 실시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함. 대조군은 아로마요법을 실시하지 않고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

전, 사후검사 실시함. 사용한 천연오일은 로만 케모마일, 라벤더, 마조람, 샌달우드 향을 

3:2:1:1의 비율로 브랜딩 하여 사용함.

d. d. d. d. 진행진행진행진행

   프로그램은 총 2주, 매주 5회 총 10회로 회기당 소요시간은 40분 이었다. 첫 시간에 연구

목적과 아로마요법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자가 짜여진 모듈에 따라 아로마요법을 실시함. 진행

방법은 편안한 분위기의 실내에서 시행하고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수면장애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및 해결능력을 갖도록 하고 공감나누기를 통하여 아로마요법에 대한 질문사항을 

설명함.

e. e. e. e. 사후조사사후조사사후조사사후조사

   아로마요법 실시 후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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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 E. E. 자료의 자료의 자료의 자료의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PS 11.0/wi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  

 며 유의성 판정은 P= 0.05 수준으로 정하였다.  

 a.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질병및 건강관련특성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b. 아로마요법실시 전, 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면점수와 스트레스점수의 차이는 t-test를  

    적용하여 검정 하였다.  

F. F. F. F.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제한점제한점제한점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a. 대상자가 N시의 K병원에 국한되어 있고 표본수가 적어 연구의 결과를 모든 정신분열   

     병 환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b.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설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일관되지 않고  

     부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제한점을 지닌다.

  c. 질병관련 특성으로 장기 입원환자가 많아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육의 효과를 차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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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ⅣⅣⅣ.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A. A. A. A.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N시에 소재하는 K병원에 입원중인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남성44명

(59.5%), 여성 30명(40.5%)으로 실험군, 대조군 각각 37명 총 7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은 20대가 실험군 4명(10.8%),  대조군 2명(5.4%), 30대가 실험군 16명(43.2%),대조군

17명(45.9%), 40대가 실험군 14명(37.8%), 대조군 16명(43.2%), 50대 이상이 실험군 3명

((8.1%), 대조군 2명(5.4%) 이었다. 교육수준은 실험군 13명(35.1%)이 중졸 이하, 18명

(48.6%)이 고졸, 대졸이상은 6명(6.2%) 이었고 대조군은 중졸이하 7명(18.9%) 고졸 18명

(48.6%), 대졸이상 12명(32.4%)으로 대조군의 학력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에서

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미혼이 24명(64.9%), 25명(67.6%) 으로서 미혼이 압도적으로 많았

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상이 실험군 8명(21.6%), 대조군 7명(18.9%), 중이 실험군 23명

(62.1%), 대조군 21명(56.7%), 하가 실험군 6명(16.2%). 대조군 9명(24.3%)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실험군 27명(73.0%), 대조군 21명(56.8%)으로 나타났다<표1>.

B. B. B. B. 질병관련 질병관련 질병관련 질병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정신분열병 첫 발병나이는 21~25세군이 실험군에서 13명(35.1%), 대조군 11명(29.7%)으

로 가장 많았고 36세 이후가 실험군, 대조군 각각 5명(21.6%), 26~30세가 실험군 6명

(16.2%), 대조군이 7명(18.9%), 16~20세군이 실험군 4명(10.8%), 대조군3명(8.1%), 10~15

세군이 실험군 1명2.7%), 대조군  2명(5.4%)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제 복용 경험에서는 있다

가 실험군, 대조군 각각 15명(40.5%)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도 가끔씩 복용한다가 실험군 

10명(27.0%), 대조군 5명(13.5%),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한다가 실험군 7명(18.9%), 대조

군 10명(27.0%), 수면제 복용 경험이 없다가 실험군 5명(13.5%), 대조군 7명(18.9%)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원 총 입원기간은 실험군의 경우 평균 44.6개월, 대조군의 경우 평균 43.4개

월로 나타나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장기간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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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흡연 실태를 살펴보면 원래 안 피운다가  실험군 14명(37.8%), 대조군 15명(40.5%), 으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끊었다가 실험군 6명(16.2%), 대조군 2명(5.4%), 하루 

반 갑 미만이 실험군, 대조군 각각 6명(16.2%), 하루 한 갑 미만이 실험군 5명(13.5%), 대조

군 6명(16.2%), 하루 한 갑 이상이 실험군 6명(16.2%), 대조군 8명(21.6%) 으로 나타났다. 

낮잠 습관에서는 안잔다가 실험군 12명((32.4%), 대조군13명(35.1%)으로 가장 많았고 30분 

이하가 실험군 8명(1.6%), 대조군 10명(27.0%), 30분~1시간 이하가  실험군 8명(21.6%), 대

조군5명(13.5%), 1시간~2시간 이하가 실험군 4명(10.8%), 대조군 7명(18.9%), 2시간 이상이 

실험군 5명(13.5%), 대조군 2명(5.4%) 순으로 나타났다. 아로마요법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가 실험군 11명(29.6%), 대조군 6명(16.2%), 아니오가 실험군 26명(70.3%), 대조군 31명

(83.3%) 으로 나타났고, 아로마요법 필요성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예가 실험군 28명

(75.7%), 대조군 20명(54.1%), 아니오가 실험군 9명(24.3%), 대조군 17명(45.9%)으로 나타

났다<표3>.

D. D. D. D.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전후의 전후의 전후의 전후의 수면점수의 수면점수의 수면점수의 수면점수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수면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로마요법을 시행한 실험군이 사전에 36.2±5.11에서 사후 

46.6±4.78로 나타나 유의하게 높아졌고 대조군은 사전 38.8±5.02에서 사후 38.6±4.60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면점수 차이는 사전 -2.59±1.18

에서 사후 7.97±1.09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0), 실험군

에서 수면장애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조군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1>.

E. E. E. E.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전후의 전후의 전후의 전후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점수 점수 점수 점수 변화변화변화변화

  스트레스 점수에서는 아로마요법을 시행한 실험군이 사전 48.3±10.0에서 사후36.3±8.20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사전 47.8±8.10에서 사후 48.5±7.93으로 다소 

증가 하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고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스트레스 점수 차이는 사전 

0.43±2.12에서 사후 12.18±1.87로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0), 실험군

에서  스트레스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조군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5,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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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논의논의논의논의

  아로마요법이란 식물에서 추출한 향을 이용한 대체요법의 일종으로 향을 자연스럽게 흡입

함으로써 두통, 피로, 불면증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증상과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Balacs,1991). 향의 심리학적 영향은 수백년 간 각 문명권에서 살균, 진정, 자극, 환각, 최

음, 마취, 기억력 자극 등의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효과는 중추신경

계에 작용하여 정신-신체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다(Van Tollers & 

Dodd, 1988). 

최근에 만성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완치가 치료

의 목적이 되기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

일 수 있고(진기남, 송현종, 1999),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질환의 치료 목표를 최대한의 기능

유지와 함께 삶의 질의 향상에 두어야 된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는 자아기능이 붕괴되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및 자기관리를 잘 할 수 

없는 환자들로서(민성길, 1991) 자기 자신을 재통합 할 수 있도록 지지 적이고 보호적인 환

경을 필요로 하며 이들의 임상증상을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하여 여러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

해야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약물치료에 대한 부작용과 화학성분

에 대한 중독 등으로 자연에 의한 치료나 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아로마요법이 

동서양을 통틀어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수면장애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는데 수면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군이 사전 36.2±5.11에서 사후 46.6±4.78

로 유의한 차이<p=0.000>를 보였고 대조군은 사전 38.8±5.02에서 사후 38.±4.60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자기 전에 솜뭉치에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 베

게에 넣고 자면 수면장애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Buckle, 2001)와 향기흡입법이 수면장애

를 호소하는 중년기 여성의 주관적인 수면증진에 효과가 있었다(이경희, 2000)와 연구 결과

가 유사하였다. 또한 The Tullamore Nursing Development Unit(NUD)에서 노인 환자의 수

면장애를 개선하기 위하여 잠들기 전 라벤더, 바질, 쥬피터, 스위트마조람을 섞어서 만든 향

유를 떨어뜨리는 향기 흡입법과 5분간의 손맛사지를 사용하여 수면장애를 향상시키고 수면제

의 요구도 감소시켰다는 보고(Cannard, 1995,1996)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아로마요법 시행 전 후의 수면점수를 비교한 결과 유의하게 증가하여 아

로마요법이 수면장애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기 흡입법에서 사용되는 천연향유의 

향 성분은 변연계와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신경계의 진정작용과 내분비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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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sh, 1997), 정신적 신체적인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을 향기 흡입법과 EEG양상

에 관한 Diego et al,(1998)의 연구와 향의 성분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

한 Nasal et al.(1994)의 연구를 통해서도 검증되고 있다. 

스트레스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군이 사전 48.3±10.0에서 사후 36.3±8.20으로 아로

마요법 실시 후에 크게 낮아졌으나 대조군은 사전 47.8±8.10에서 사후 48.5±7.93으로 오히

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아로마요법이 스트

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스트레스 감소

에 미치는 영향(오홍근, 손기철, 김정호, 2000)의 연구,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후각작용에 의

한 항스트레스 효과의 연구(장태수, 2000)의 연구, 아로마요법의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감소 

효과(박상옥, 2001)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아로마요법의 스트레스 완화효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안과 전

체적인 안녕의 감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1993년부터 1999년 사이에 이에 관한 주요 연

구 6개 중에서 5개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안지수가 감소하였거나 안녕의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Buckle, 1992, Wilkinson et al, 1999).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적은 

대상자 수 혹은 연구방법 미흡 등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크게 높지는 않았으며

(Cooke & Ernst, 2000), 주로 흡입법을 실시한 본 연구와는 다르게 주로 마사지요법을 사용

하여 검증하였다. 

현대인이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질환중의 하나인 원형탈

모증(Koo et al, 1994) 환자 86명을 대상으로 아로마요법의 효과를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한 연구에서도 매우 유의한 모발 성장 촉진 효과를 나타내어 스트레스 예방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질환 치료에도 아로마요법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된다

(Hay et al, 1998).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주위의 환경과 본인의 신체

적 장애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에센셜오일을 이용

하여 마사지를 실시한 결과 대조군이나 단지 맛사지만 실시한 그룹에 비해 환자들의 기분이 

더 좋아지고 불안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Dunn et al,1995). 특히 수술을 앞둔 환자의 경

우 죽음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과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심해진다(Cohen, 1995). 그

래서 라벤더와 같이 이완과 스트레스 완화에 강력한 효능을 가진 에센셜오일(Jellinek, 1999, 

Lis-Balchin, 1997)을 수술 하루 전에 병실에서 증기를 통해 흡입하게 하거나 수술대기 중에 

마취용 마스크를 통해 흡입하게 하여 불쾌한 마취 가스의 냄새도 상쇄시키고 불안감도 감소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Norre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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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ⅥⅥⅥ. . . . 결론결론결론결론

    

A. A. A. A. 요 요 요 요 약약약약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이용한 유사 실험 연구로서 2005년 6월부터 7월까지 N시에 소재하는 K병원에 입

원중인 정신분열병환자 74명을 대상(실험군37명 대조군37명)으로  아로마요법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PS11.0/WI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특성은 Frequency로 분석하

였고 유의성 판정은 P=0.005수준으로 정하였으며 수면장애점수와 스트레스점수 비교는 

paire t-Test를 적용하여 검정하였다. 

연구도구는 아로마요법을 위한 도구로 로만케모마일, 라벤더, 샌달우드, 마조람 향을 3:2:1:1

의 비율로 브랜딩 하여 증발기를 사용하였고, 수면측정도구로 오진주 및 송미순, 김신미

(1998)가 개발한 주관적 수면측정도구1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사회적 

안녕수준의 지표로 사용되는 Godberg의 GHQ-60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된 45개 문항의 사회 심리적 건강수준(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PWI) 설문지  

(대한예방의학회, 1993)를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20문항으로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아

로마요법 시행전후의 수면점수와 스트레스점수를 비교한 결과 수면점수는 실험군이 사전

36.2±5.11에서 사후 46.6±4.7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0) 대조군은 사전 

38.8±5.02에서 사후 38.6±4.60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군과 대조

군간의 수면점수 차이는 사전 -2.59±1.18에서 사후 7.97±1.09로(p=0.000)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스트레스점수는 실험군이 사전에 48.3±10.0에서 사후에 36.±8.20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

나(p=0.000) 대조군에서는 사전에 47.8±에서 사후에 48.5±7.93으로 다소 증가 하였지만 유

의하지는 않았고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스트레스 점수 차이는 사전 0.43±2.12에서 사후 

12.18±1.87로(p=0.000) 실험군에서 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적절한 방법의 아로마요법을 사용하면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아로마요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향의 독특한 성분으로 자연치료 

개념에 입각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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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본 연구의 결과 아로마요법이 정신분열병환자의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아로마요법을 적용함으로써 그들이 갖

고 있는 증상의 감소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다. 또한 정신분열병 환

자를 대상으로 아로마요법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수면장애 정도와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하여 

장애정도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적절한 방법의 아로마요법을 사용하면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를 효

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부작용이 거의 없고 편리하며 간단한 교육과 

적은 비용으로 자기 스스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가 일 병원에 국한되어 있어 모든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일반

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에센셜 오일이 가지는 보편성과는 달리 개인의 문화적 경험

이나 취향과 신체적 반응이 달라지므로 향후 대상자 수를 늘리고 다른 정신질환과도 비교하

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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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 1> 1> 1>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구  구  구  구  분   분   분   분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n=37)(n=37)(n=37)(n=37)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n=37)(n=37)(n=37)(n=37) 계계계계(n=74)(n=74)(n=74)(n=74)     

χχχχ



pppp
N(%)N(%)N(%)N(%) N(%)N(%)N(%)N(%) N(%)N(%)N(%)N(%)

성별
남 22(59.5) 22(59.5) 44(59.5)

.000 1.000
여 15(40.5) 15(40.5) 30(40.5)

연령

20대 4(10.8) 2(5.4) 6(8.1)

1.030 .79430대 16(43.2) 17(45.9) 33(44.6)

40대 14(37.8) 16(43.2) 30(40.5)

50대이상 3(8.1) 2(5.4) 5(6.8)

학력

중졸이하 13(35.1) 7(18.9) 20(27.1)
3.867 .276

고졸이하 18(48.6) 18(48.6) 36(48.6)

대졸이상 6(16.2) 12(32.4) 18(24.3)

결혼상태

미혼 24(64.9) 25(67.6) 49(66.2)

4.163 .384

결혼또는동거 2(5.4) 6(16.2) 8(10.8)

이혼또는별거 9(24.3) 5(13.5) 14(18.9)

재혼 1(2.7) 1(2.7) 2(2.7)

사별 1(2.7) 0(0) 1(1.4)

주관적

경제상태

상 8(21.6) 7(18.9) 15(20.3)

1.421 .841중 23(62.1) 21(56.7) 44(59.5)

하 6(16.2) 9(24.3) 15(20.3)

종교
있다 27(73.0) 21(56.8) 48(64.9)

2.135 .223
없다 10(27.0) 16(43.2) 2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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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2> 2> 2> 2>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질병관련 질병관련 질병관련 질병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n=37)(n=37)(n=37)(n=37)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n=37)(n=37)(n=37)(n=37) 계계계계(n=74)(n=74)(n=74)(n=74)

    χχχχ
 pppp

N(%)N(%)N(%)N(%) N(%)N(%)N(%)N(%) N(%)N(%)N(%)N(%)

10~15세 1(2.7) 1(2.7) 2(5.4)

첫발병나이

16~20세 4(10.8) 3(8.1) 7(9.5)

.811 .976
21~25세 13(35.1) 11(29.7) 24(32.4)

26~30세 6(16.2) 7(18.9) 13(17.6)

36세이후 8(21.6) 8(21.6) 16(21.6)

수면제

복용경험

있다 15(40.5) 15(40.5) 30(40.5)

2.529 .470

없다 5(13.5) 7(18.9) 12(16.2)

현재도가끔복용 10(27.0) 5(13.5) 15(20.3)

매일규칙적복용 7(18.9) 10(27.0) 17(23.0)

정신병원

총입원기간

평균

개월수
44.6 43.4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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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 3> 3> 3>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n=37)(n=37)(n=37)(n=37)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n=37)(n=37)(n=37)(n=37) 계계계계(n=74)(n=74)(n=74)(n=74)

        χχχχ
 pppp

N(%)N(%)N(%)N(%) N(%)N(%)N(%)N(%) N(%)N(%)N(%)N(%)

흡연실태

원래안피운다 14(37.8) 15(40.5) 29(39.2)

2.411 .644

현재끊었다 6(16.2) 2(5.4) 8(10.8)

하루반값미만 6(16.2) 6(6.2) 11(14.9)

하루한값미만 5(13.5) 6(16.2) 11(14.9)

하루한값이상 6(16.2) 8(21.6) 14(18.9)

낮잠

안잔다 12(32.4) 13(35.1) 2635.1)

3.058 .548

30분이내 8(21.6) 10(27.0) 18(24.3)

30분~1시간이내 8(21.6) 5(13.5) 13(17.6)

1시간~2시간이내 4(10.8) 7(18.9) 11(14.9)

2시간이내 5(13.5) 2(5.4) 7(9.5)

아로마요법

인지여부

예 11(29.7) 6(16.2) 17(23.0)
1.909 .269

아니오 26(70.3) 31(83.8) 57(77.0)

아로마요법

필요성

예 28(75.7) 20(54.1) 48(64.9)
4.560 .059

아니오 9(24.3) 17(45.9) 2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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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 4> 4> 4>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전 전 전 전 후의 후의 후의 후의 수면 수면 수면 수면 점수 점수 점수 점수 변화변화변화변화

<<<<표 표 표 표 5> 5> 5> 5>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전 전 전 전 후의 후의 후의 후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점수 점수 점수 점수 변화변화변화변화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수면점수수면점수수면점수수면점수 전후차이전후차이전후차이전후차이

tttt pppp
(M (M (M (M ±±±±    SD)SD)SD)SD) (M (M (M (M ±±±±    SD)SD)SD)SD)

실험전

실험군 36.2  ±  5.11

2.59± 1.18 2.203 .031

대조군 38.8  ±  5.02

실험후

실험군 46.6  ±  4.78

7.97± 1.09 7.312 .000

대조군 38.6  ±  4.60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스트레스점수스트레스점수스트레스점수스트레스점수 전후차이전후차이전후차이전후차이

tttt pppp
(M (M (M (M ±±±±    SD)SD)SD)SD) (M (M (M (M ±±±±    SD)SD)SD)SD)

실험전

실험군 48.3±10.0

.43±2.12 .27 .839

대조군 47.8±8.10

실험후

실험군 36.3±8.20

12.18±1.87 6.049 .000

대조군 48.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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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도표 도표 도표 1> 1> 1> 1>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전 전 전 전 후의 후의 후의 후의 수면 수면 수면 수면 점수 점수 점수 점수 변화변화변화변화

                       

<<<<도표 도표 도표 도표 2> 2> 2> 2>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전 전 전 전 후의  후의  후의  후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점수 점수 점수 점수 변화변화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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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   설   설   문   문   문   문   지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 석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아로마요법이 아로마요법이 아로마요법이 아로마요법이 수면장애 수면장애 수면장애 수면장애 및 및 및 및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감소에 감소에 감소에 감소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면중재 방법을 제공 하

  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응답 하신 자료에 대한 개인의 정보는

  절대 보장되며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본 연구에 매우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로마요법의 연구 목적 이외 에는 절대

  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200520052005년  년  년  년  6666월월월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의학과 

       

                       연구자  연구자  연구자  연구자  최  최  최  최  명  명  명  명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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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 . .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해당사항에 ‘‘‘‘vvvv''''표를 표를 표를 표를 해주시거나해주시거나해주시거나해주시거나

            (   (   (   (   ) ) ) ) 안은 안은 안은 안은 간단히 간단히 간단히 간단히 기록해 기록해 기록해 기록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나이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3. 학력 : ① 중졸이하      ② 고졸이하     

         ③ 대졸이상        ④ 무학      

4. 종교 :  ① 있다         ② 없다        

5. 결혼여부 : ①미혼      ② 결혼 또는 동거      ③이혼 또는 별거      

             ④재혼       ⑤사별     

6. 경제 상태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아주 여유 있다     ② 조금 여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힘들다       ⑤ 아주 힘들다

7. 귀하의 진단명 : ① 정신분열증      ② 알콜 중독      ③ 조울증       

                  ④ 신경증       ⑤기타            

8. 귀하의 지금까지 정신병원 총 입원기간은 :      년    개월 (구체적으로 기입)  

9. 첫 발병 나이는 : ① 10-15세      ② 16-20세      ③ 21-25세      

                   ④ 26-30세       ⑤31-35세      ⑥ 36세 이후     

10. 귀하는 지금까지 아로마 요법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 만성 정신 질환자도 아로마 요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12.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원래 안 피운다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끊었다.

   ③ 하루 반 갑 미만    ④ 하루 1갑 이하       ⑤ 하루 1갑 이상

13. 지난 2주간 한번 낮잠을 잘 때  대개 얼마 동안이나 잤습니까?

  ①낮잠을 안 잤다  ② 30분이내  ③ 40분-1시간  ④ 1시간- 2시간 ⑤2시간이상

14. 수면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수면제복용 경험이 없다.

   ② 과거에 수면제를 몇 번 복용한 적이 있다.

   ③ 현재도 수면제를 가끔 필요시 복용하고 있다.

   ④ 수면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해야만 잘 수 있다.

15. 만일 수면제를 복용한다면? 

   * 약 이름 (                )

   * 1일약용량 (갯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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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장애 수면장애 수면장애 수면장애 조사 조사 조사 조사 ◇◇◇◇

    ❈❈❈❈    지난 지난 지난 지난 2222주간 주간 주간 주간 동안에 동안에 동안에 동안에 다음의 다음의 다음의 다음의 각 각 각 각 문항에 문항에 문항에 문항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자신이 자신이 자신이 자신이 느끼는 느끼는 느끼는 느끼는 정도에 정도에 정도에 정도에 ㅇㅇㅇㅇ표 표 표 표 해 해 해 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문항문항문항문항 질 질 질 질 문 문 문 문 내 내 내 내 용     용     용     용     

매우매우매우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매우매우매우매우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1  잠드는데 매우 오래 걸린다

  2  자다가 자주 깬다.

  3  자다가 깬 후 잠들기 어렵다.

  4  자다가 많이 뒤척인다.

  5  잠을 깊이 자지 못한다.

  6  수면장애로 인한 문제가 많다.

  7  꿈 때문에  잘 못 잔다.

  8  잠을 잘 못자는 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9  잠을 못자는 것이 걱정이 된다.

 10  아침에 잠을 깼을 때 피곤하다.

 11  밤에 잠을 매우 잘 잔다.

 12  밤잠이 충분하지 않다.

 13  아침에 잠을 깨는 즉시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14  낮잠을 많이 잔다.

 15  아침에 깬 후 계속 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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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조사 조사 조사 조사 ◇◇◇◇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와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해당 해당 해당 해당 되는 되는 되는 되는 곳에 곳에 곳에 곳에 ∨∨∨∨    표를 표를 표를 표를 해 해 해 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문항문항문항문항 질   질   질   질   문   문   문   문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지지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매우매우매우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현재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2  머리가 띵하고 통증을 느낀다.

3  가슴이 조이거나 압박감을 느낀다.

4    하고 있는 일에 집중 할 수 없다.

5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   

 움이 있다.

6  평상시 일을 할 때 의욕이나 흥미를 잃고 있다.

7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어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느낀다

8  다른 사람들과 쉽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9
 자신이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을 경우 다른 사람들과 말  

 하기가 두렵다.

10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11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낀다.

12  닥친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없다고 느낀다.

13  삶을 살아 갈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14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낀다.

15  아무런 이유 없이 겁이 나고 공포감을 느낀다.

16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

17  자신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느낀다.

18  모든 것(사람)에 비해 뒤져 있다고 생각한다.

19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20
 자신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온정이나 정감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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