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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요법이 노인의 수면증진에 미치는 효과: 국내학술지 논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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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romatherapy on Sleep Improvement in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in Korean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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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view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romatherapy for sleep improvement in older adults
and summarize the available evidence. Methods: A systematic review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statement.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were searched using
the following databases: RISS, KISS, NDSL, and KMbase. The studies selected were assessed for methodological quality using
the Quality Assessment Tool for Quantitative Studies. Results: Of 16 studies, 14 found aromatherapy to be a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sleep improvement in older adults. This review provides valid evidence that aromatherapy with lavender oil
is effective in managing old adults’ sleep problems. Conclusion: The review findings can assist health care providers and
researchers who assist older adults with sleep issues living either in community settings or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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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건강증진 및 효과적인 질병관리의 건강관리자로서 주요한
역할이 요구된다.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의 약 35∼50%에서 발생하는 수면문제[3,4]는 노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7% 이상)에

과정과 더불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저하에 따른 복

진입한 이래[1] 18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노인인

합적인 요인에 의해 평균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이 감소하는

구 14%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026년에

것으로 야간의 불면증과 수면의 질 저하 및 주간의 과도한

는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

졸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5]. 수면은 인체의 적정 기능

상된다[2]. 이러한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노인

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수면이 부족하게 되

문제가 발생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간호사는 노인의

면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및 불안이나 우울감과 같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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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부가적인 건강문제를 발생시켜

한 향요법을 적용한 국내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효

[3,6], 노인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면장

과적인 향요법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애가 치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인지기능의 감소, 신체적

과 같다.

기능 저하 및 심한 경우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7], 노
인의 수면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노인의 수면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요법과 비약
물요법이 제공되어 왔다. 약물요법에는 주로 안정수면제, 항

첫째, 노인에게 적용한 향요법의 중재방법과 효과를 분석
한다.
둘째, 노인의 수면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향요법을 확인
한다.

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약물들은
장기간 복용할 때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키기

연구 방법

도 한다[7]. 이러한 약물요법의 한계 및 단점으로 인해, 안전
하면서 수면개선의 효과를 보이는 비약물 요법에 대한 관심

1. 연구설계

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요법, 족욕요법, 발마사지, 웃음요법

본 연구는 국내 노인에게 시행한 향요법이 수면증진에 미

등 다양한 중재가 노인의 수면을 증진하고자 제공되고 있다.

치는 효과를 검증한 실험연구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

이 중 향요법은 식물에서 추출한 아로마를 사용하여 대상

구이다.

자의 신체적, 정신사회적 및 영적 부분의 균형을 도모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치료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8], 약물

2. 문헌검색 방법

또는 멜라토닌의 사용보다 안전성은 높고 부작용이 적으며

본 연구는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

대상자의 안위를 증진시킴과 더불어[9], 노인들의 수면개선

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그룹이 제시한 체계

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

적 문헌고찰 보고지침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12].

보고에도 불구하고, 연구마다 사용한 오일의 방법론(예: 종
류, 적용 방법, 적용 시간 등)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연구결

1) 핵심질문

과가 차이가 있어 실무 현장에서 간호중재로 활용하기에는

연구대상자(Patient): 60세 이상의 노인

어려움이 있다. 국내 일부 연구에서는 향요법에 대해 연구

중재(Intervention): 아로마를 이용한 향요법

동향을 분석하고[10]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시행

비교중재(Comparator): 일상 간호(교육자료 제공 또는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나[11], 두 연구 모두 대상자에 한

비중재)

계를 두지 않아 신체 및 사회심리적 특징이 다른 노인에게

중재결과(Outcome): 수면상태, 수면시간 및 수면의 질

이러한 고려 없이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체계

연구유형 (Study design): 무작위대조군 연구, 비무작위

적 고찰 방법을 사용한 연구 또한 한 연구에 불과하며 각 5

대조군 연구, 단일군 연구

년, 10년 전까지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향요법에 대
한 표준화된 최신 방법론을 확인하기 위해 업데이트 할 필요

2) 자료검색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수면증진을 위해 국내에서 시행되

이에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수면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 있는 향요법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최근 동향을 알기

수행되어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

위하여 핵심질문에서 구성한 검색어를 선정한 후 학술데이

여 고찰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수

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고급검색기능(AND와 OR)을 사용

면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향요법을 제공하는데 있어 구체적

한 검색식을 구성하여 문헌을 검색하였고 출판년도에는 제

인 방안을 확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을 두지 않았다.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한국교육학술정보
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수면을 증진시키기 위

및 한국의학논문DB(KMbase)를 사용하였고, 검색어는 (노
인 OR 노년) AND 수면 AND (향기 OR 향요법 OR 향기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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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아로마요법 OR 아로마테라피 OR 아로마)를 조합하여

회와 탈퇴, 중재의 통합과 분석을 평가한다. 첫 여섯 영역을

검색하였으며, 문헌선정을 위한 최종 검색은 2018년 11월

기준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두 가지

30일 수행하였다.

영역은 앞의 영역에서 사용된 기준이 아니라 각 중재와 분석
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첫 여섯 영역의 결과를 기반으

3) 문헌 선정기준 및 배제기준

로 문헌의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는데, 적어도 4개 영역에서

본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아로마

높음이고 낮음이 없을 때 전반적인 질을 ‘높음’이라 판정하

를 이용한 향요법이 주 중재로 수행된 실험연구 중 수면과

고, 높음이 4개 영역 미만에서 나타나지만 낮음이 한 영역일

관련된 중재결과를 하나 이상 보고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때 ‘보통’이라 판정하며, 두 가지 영역 이상에서 낮음이 있을

본 연구의 배제기준은 첫째, 게재되지 않은 학위논문이나

때 ‘낮음’으로 판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연구자가 각

발표, 둘째, 아로마를 이용한 향요법을 시행하였더라도 단

연구의 개별적인 요소와 전반적인 질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

순히 아로마목걸이를 걸어준 중재, 셋째, 국내노인에게 적

과를 비교하였고,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논의를 통하

용할 목적으로 고찰하여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았거나 대상

여 수렴하였다.

자가 한국 노인이 아닌 경우로,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되었다.

문헌의 고찰은 핵심질문(PICOS)을 기준으로 문헌의 특성
을 분석하고 중재의 표준화된 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
여 각 문헌을 요약 및 확인된 근거를 통합하는 순으로 시행

4) 문헌 선정과정 및 자료추출

되었다.

본 연구의 문헌 선정과정은 핵심질문에 의거한 선정기준
에 따라서 2명의 연구자에 의해 다음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

진행되었다. 1단계는 선정기준을 고려하면서 연구제목을
검토한 후, 적합하지 않은 문헌들은 제외되었다. 2단계는 1

문헌은 KISS, KMbase, NDSL과 RISS 데이터베이스에서

단계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문헌들의 초록을 보면서, 다시

키워드를 통해 검색한 결과 총 123편이 검색되었다. 중복된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문헌들을 선택하였다. 3단계는 2단계

문헌과 핵심질문에 따른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95편의 문헌

에 선택된 문헌들 전문을 읽고 적합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한

을 배제한 결과 28편의 문헌이 선정되었고, 남은 문헌은 전

후, 선정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며 통합하

문을 검토하며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12편의 문헌이 배제되

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각 단계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후, 그

어, 총 16편의 문헌이 결과 통합을 위해 최종 선정되었다

결과를 비교하였고, 결과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는 논의하여

(Figure 1).

수렴하였다.
각 연구의 자료는 연구자 1인에 의해 연구자에 의해 개발

1. 고찰 문헌의 특성

된 도구(코딩지)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추출되었고, 다른

1) 연구대상자 및 연구설계

연구자 1인이 이를 점검하며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최종 추

본 연구의 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총 724명이었다.

출되었다. 코딩지는 저자, 출판연도, 연구설계 및 표본수, 중

표본크기는 각 연구에서 11명에서 72명으로 다양하였으며

재방법, 연구결과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본크기가 30명 이상 100미만인 연구가 13편(81.3%), 30
명 미만인 연구가 3편(18.7%), 100명 이상인 연구는 없었다.

3. 자료분석

총 16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

본 연구에서 문헌의 질 평가는 Quality Assessment Tool

군 전후 설계가 6편(37.5%),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

for Quantitative Studies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13].

가 5편(31.3%),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 4편(25.0%) 및 무작위

이 도구는 양적 연구에 대한 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타당

대조군 전후설계 1편(6.2%) 이었다.

화된 도구로서, 각각의 연구를 8가지 영역 즉 대상군 선정,
연구 설계, 교란변수, 눈가림, 자료수집 방법, 연구 참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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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published articles identified
using 4 DBs
(KISS, KMbase, NDSL and RISS)

95 articles excluded due to duplication

28 articles left for further evaluation
12 articles excluded for reasons below:
· Inappropriate intervention (n=7)
· Inappropriate study design and
outcomes (n=5)
16 studies included and reviewed for
outcome synthesis

2) 중재: 향요법

Figure 1. Flow of the literature search
process.

양하였는데 시기와 상관없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수면증진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아로마를 이용한
향요법을 적용하였으며, 제공방법으로는 마사지법, 온습포

3) 대조중재

법 및 흡입법이 포함되었다. 향요법 마사지를 적용한 연구

대조군이 있는 연구설계 12편(75.0%)에서 대조군에게 어

가 16편이었고, 그 중 손 마사지가 8편(50.0%)으로 가장 많

떠한 중재도 제공하지 않은 연구가 9편(56.3%), 대조군에게

았으며, 발마사지 1편(6.2%), 두경부 마사지 1편(6.2%), 다

일반적인 간호(usual care)를 적용한 연구가 3편(18.7%)이

리-몸-팔 마사지 및 발목-무릎 위 20 cm 부위 마사지가 각

었다.

각 1편(6.2%)이었다. 그 외 라벤더 향 등을 사용한 흡입법 2
편(12.5%), 라벤더를 사용한 온습포법 1편(6.2%), 마사지와

4) 수면 측정도구

흡입법을 동시에 적용한 요법 1편(6.2%)이 수면증진의 효과

노인 수면을 측정한 총 16편의 연구 중 대부분의 연구(11

를 평가하고자 사용되었다.

편, 68.8%)가 수면상태 및 수면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

중재환경은 의료 및 노인복지시설(예: 노인요양시설, 노

형 수면척도’를 사용하였고[14], 그 외 5편(31.3%)의 연구에

인요양원, 노인요양병원, 양로원)에서 중재를 적용한 연구

서는 각각 안면 수면척도, 수면일지, 치매노인 수면일지, 수

가 13편(81.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지역사회 노인

면 질평가(KMLSEQ), 개정신경정신행동검사의 수정된 문

대상 연구는 오직 3편(18.7%)이었다. 모든 연구는 중재를 제

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를 제시한 연구는

공함에 있어 향 요법 중재제공 교육을 받은 연구원 또는 전

14편(87.5%)이었고, 타당도를 보고한 연구는 없었다.

문가가 각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중재를 제공하였다. 마사
지는 직접 대상자의 신체부위에 시행하였고, 흡입법은 대상

2. 문헌의 질 평가

자가 자기 전 라벤더 향유 1∼2방울을 손수건에 떨어뜨려

총 16편 문헌의 질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인 문헌의 질은

흡입 후 베게에 두고 수면을 취하게 하였다. 온습포법은

10편의 연구는 보통, 6편의 연구는 낮음으로 나타났다. 이

100% 라벤더 향유를 2∼3방울 따뜻한 타올에 떨어뜨려 통

중 공통적으로 세 영역인 연구설계, 교란변수, 연구참여 철

증을 느끼는 관절부위에 댄 후 비닐랩으로 덮어두는 방식으

회와 탈퇴 영역에서 높음이 많았고(9∼10편), 대상자 선정

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적용하였다. 중재기간은 3일에서 6주

과 자료수집방법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통으로 판정되었

이며, 매일 1회에서 3회, 10분에서 20분 동안, 주 2회에서 6

다(14∼15편). 눈가림 영역은 9편의 연구에서 보통으로 나

회로 다양하였다. 중재 시기는 오전, 오후 또는 수면 전으로 다

타났고, 7편의 연구는 낮음으로 판정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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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lity Assessment for Quantitative Studies
Components
Study
Selection bias Study design Confounders
Choi (2008)
Hong et al. (2014)
Hwang et al. (2011)
Jeong (2008)
Kim (2009)
Kim et al. (2009)
Ko et al. (2012)
Lee (2008a)
Lee (2008b)
Lee (2011)
Lee et al. (2011)
Lee (2016)
Park et al. (2011)
Roh et al. (2013)
Seo et al. (2009)
Won et al. (2011)

2
2
2
2
2
3
2
2
2
2
2
2
3
2
2
2

3
3
1
3
1
3
1
3
1
1
1
3
1
1
1
1

2
2
1
2
1
3
1
2
1
1
1
2
1
1
1
1

Blinding
2
2
3
2
3
3
3
2
2
3
2
2
2
2
3
3

Data collection
method

Withdrawals
and dropouts

2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3
1
3
1
2
1
3
1
1
1
3
1
1
1
1

Global
rating
3
3
2
3
2
3
2
3
2
2
2
3
2
2
2
2

사용하였는데, 각 연구의 대조군보다 실험군의 수면정도가
3. 문헌의 자료 요약 및 근거 통합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진하였다. 대조군을 설정한 12편

1) 수면증진

의 연구 중, 대조군에게 무처치를 제공한 연구가 9편(56.3%)

수면증진에 대한 향요법 중재의 효과를 평가한 총 16편의

이었고, 3편(18.8%)의 연구[29,23,25]에서 각각 바세린로션

연구를 분석한 결과, 향요법에 사용한 아로마 종류는 라벤

마사지와 베이비오일 손마사지 및 통상적인 병동간호를 대

더를 사용한 연구가 14편(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

조군에게 적용하였으며, 대조군과 비교시 라벤더를 사용한

고, 라벤더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아로마를 사용한

실험군만이 통계적으로 수면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진되었

연구가 2편(12.5%)이었다(Table 2).

다. 이를 요약해보면, 라벤더 단독요법이나 라벤더를 포함

중재방법으로는 마사지법이 12편(75.0%), 흡입법 2편

한 혼합요법을 제공한 경우, 각각의 중재방법(예: 횟수, 제공

(12.5%), 그리고 마사지와 흡입법을 같이 적용한 방식과 온

시기, 시간)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수면 정도는 통계

습포법이 각각 1편(6.3%)이었다. 라벤더를 포함한 혼합아

적으로 유의미하게 증진되었고, 라벤더를 제외한 향요법 중

로마를 사용한 연구가 12편(75.0%) [15-26]으로 가장 많았

재연구는 수면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

고, 라벤더 단독요법은 2편(12.5%) [27,28]이었으며, 라벤

다(Table 2).

더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아로마들을 혼합하여 사용한 향요
법이 2편(12.5%) [29,30]이었다.

2) 근거 통합적인 효과적인 중재방법

라벤더 단독요법은 라벤더 아로마를 흡입법으로 적용한

본 연구에서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중재와 구

연구 1편(6.3%) [28]과 라벤더를 온습포법으로 적용한 연구

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노인의 수면증진을 위한 중재는 라

가 1편(6.3%) [27]이었고, 각 연구의 대조군보다 실험군의

벤더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라벤더를 포함한 혼합아로마

수면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진되었다. 라벤더 혼

를 마사지법, 흡입법, 마사지와 흡입법 병용 및 온습포법으

합요법에서는 라벤더에 페퍼민트 향유, 캐리어 향유, 호호

로 적용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바 향유, 버가못, 케모마일 로만, 제라늄, 사이프러스, 마조

났다. 특히, 마사지를 이용할 경우 손 마사지는 최소 1회당

람 스위트, 오렌지 스위트, 베르가못, 일랑일랑, 그레이프푸

10분씩 3회 이상을 제공할 때, 그리고 발마사지는 1회당 10

룻, 아몬드 캐리어향유 중 1종류 이상의 아로마를 혼합하여

분씩 6회 이상 제공할 때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One-group
pre-post design

Quasiexperimental
study

One-group
pre-post design

Quasiexperimental
study

One-group
pre-post design

Quasiexperimental
study

Hong et al.
(2014)

Hwang et
al. (2011)

Jung (2008)

Kim (2009)

Kim et al.
(2009)

Ko et al.
(2012)

64
(21/20/
23)

39
(18/21)

23

72
(35/37)

11

45
(21/24)

45

15

Sample
size
(E/C)
Aroma
elements

Aroma massage

Aroma inhalation

Aroma massage

Aroma massage

Aroma inhalation

Hot pack with
aroma

Aroma massage

E1: Lavender,
bergamot,
geranium
E2: Jojoba oil

Lavender

Lavender

Lavender,
peppermint

Lavender,
bergamot,
ylang ylang

Lavender

Lavender,
marjoram,
chamomile

Combined:
Inhalation:
Aroma inhalation Lavender,
and massage
chamomile,
grapefruit
Massage:
Lavender,
chamomile,
grapefruit

Type of
intervention
Inhalation:
before bedtime
Massage:
10 mins
Each hand

Time & site

10 min./day
×6 times/wk
×2wks

10 min./day
×7 days

10 min./day
×5 days

10 min./day
×5 times/wk
×2 wks

10 min./day
×3 wks
10 min./day
×6 wks

20 min./day
×3 times/wk
×3 wks

5 mins
Each hand and
forearm

Before bedtime

5 mins
Each hand

5 mins
Each hand

Before bedtime

Painful joints

10∼15 min./day
Head-neck
×6 times
(every other day)

Inhalation: 10
min./day
×5 times/wk
×3 wks
Massage:
20 min./day
×5 times/wk
×2 wks

Duration

Methodology using aromatherapy

E: experimental group, C: Control group, NCGND: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NCGND

One-group
pre-post design

Choi (2008)

Lee (2008a)

Study design

Study

Table 2. Summary of Study Characteristics Using Aromatherapy on Sleep

None

None

No control
group

None

No control
group

None

No control
group

No control
group

Intervention of
control group

Sleep
status

Sleep
status

E1: 37.45±3.75
→ 24.83±2.70
E2: 35.56±5.30
→ 31.18±8.57
C: 36.80±6.97
→ 36.24±5.31

E: 37.22±10.06
→ 47.44±5.95
C: 39.14±9.350
→ 38.47±8.99

E: 39.52±10.13
→ 50.52±7.93

E: 23.97±1.17
→ 51.71±2.93
C: 33.49±6.13
→ 33.10±6.01

Sleep
status

Sleep
status

E: 3.13±0.44
→ 2.88±0.42
→ 2.75±0.34

E: 2.95±1.65
⟶ 3.28±1.05
C: 3.20±1.38
⟶ 2.70±1.33

E: 40.62±13.32
→ 47.56±9.21

E: 1.96±1.63
→ 1.16±1.02
→ 0.93±0.77
→ 0.44±0.49

Changes on sleep

Sleep
status

Sleep
status

Sleep
disturbance

Sleep
disturbance

Outcome
variables

.0001

＜.001

＜.001

＜.001

.050

.020

.033

＜.001

p

(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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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GND

Quasiexperimental
study

Lee et al.
(2011)

Lee (2016)

43
Aroma massage
(22/21)

66
Aroma massage
(32/34)

42
Aroma massage
(20/22)

Quasiexperimental
study

Seo et al.
(2009)

56
Aroma massage
(27/29)

54
Aroma massage
(26/28)

Peppermint,
eucalyptus,
rosemary

Lavender,
bergamot,
chamomile

Sandlewood,
rosewood,
geranium,
palmarosa

Lavender,
bergamot

Chamomile,
lavender,
marjoram,
sweet orange

Lavender,
bergamot,
chamomile

Lavender,
chamomile,
cyprus

E1: Lavender,
bergamot
E2: Jojoba oil

Aroma
elements

20 min./day
×2 times/wk
×4 wks

10 min./day
×3 times/wk
×2 wks

15∼20 min/day
×3 times/wk
×4 wks

Ankle-above
knee

5 mins
Each hand

Legs, body,
arms

None

None

Massage using
vaseline

Hand massage
using baby oil

5 mins
Each hand

10 min./day
×3 times/wk
×2 wks

None

Ankle-knee

10 min./day
×3 times/wk
×2 wks

Conservatory
usual care

None

None

Intervention of
control group

5 mins
Each hand

5 mins
Each hand and
forearm

5 mins
Each hand and
forearm

Time & site

10 min./day
×3 days

10 min./day
×5 times/wk
×2 wks

10 min./day
×5 times/wk
×2 wks

Duration

Methodology using aromatherapy

E: experimental group, C: Control group, NCGND: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Randomized
42
Aroma massage
controlled study (21/21)

Quasiexperimental
study

Roh et al.
(2013)

Won et al.
(2011)

Type of
intervention

67
Aroma massage
(22/20/
25)

Sample
size
(E/C)

Non-equivalent
40
Aroma massage
control group (20/20)
non-synchronized
design (NCGND)

NCGND

Lee (2011)

Park et al.
(2011)

NCGND

Study design

Lee
(2008b)

Study

Table 2. Summary of Study Characteristics Using Aromatherapy on Sleep (Continued)

Sleep
status

Sleep
status

E: 35.90±6.04
→ 38.05±4.15
C: 37.95±4.86
→ 37.29±4.95

E: 40.33±7.05
→ 45.15±3.39
C: 41.52±7.79
→ 40.41±5.53

E: 35.07±7.49
→ 38.19±6.14
C: 35.68±8.17
→ 37.93±6.29

E: 25.45±5.48
⟶ 41.80±9.23
⟶ 48.00±7.15
C: 27.65±3.18
⟶ 33.25±3.09
⟶ 35.30±4.62

Sleep
status

Sleep
status

E: 2.87±0.41
⟶ 7.82±0.45
C: 2.89±0.40
⟶ 2.81±0.41

E: 42.16±8.83
⟶ 46.19±6.57
C: 40.29±9.43
⟶ 41.59±9.18

E: 36.08±6.94
⟶ 31.45±5.81
C: 37.25±6.42
⟶ 36.18±6.2

E1: 80.42±14.24
→ 92.91±14.28
E2: 74.71±11.58
→ 78.13±12.37
C :77.38±9.48
→ 76.27±8.92

Changes on sleep

Sleep
quality

Sleep
status

Sleep
status

Sleep
disturbance

Outcome
variables

.592

＜.001

.673

＜.001

＜.001

.023

.029

.005

p

(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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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다양한 환경에서 보다 큰 표본크기를 확보하여 무작위 대조
군 연구설계를 이용한 두 가지 요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후속

본 연구에서는 향요법을 적용한 국내 문헌 16편을 대상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로마가 수면에 영

로 수면증진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

향을 미치는 생리적 기전을 확인하여 향후 라벤더 외에도 다

고자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 본 고찰 결과, 라벤더

른 아로마의 효과를 확인하는 다수의 중재연구가 필요하리

아로마를 이용한 향요법이 시설 노인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

라 생각된다.

의 수면증진에 효과적으로 나타나, 수면장애를 해결하거나

본 연구결과, 수면정도 측정과 관련된 도구는 자가 보고식

수면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비약물적 중재요법 중 하나로 사

의 간접측정 방식을 사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노

용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문헌고찰

인들의 생각이나 감정 및 개인의 특성이 설문결과에 영향을

결과를 지지한다[10,11]. 기존의 연구가 향요법이 중간수준

미칠 수 있고, 기억력 및 인지감소로 인한 동일방법편이를

의 효과크기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지만 방법론에 대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도구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도구

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반면[12], 본 연구는 향요법

(예: 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도구[The Pittsburgh Sleep

의 방법론에 접근하여 근거를 도출하여 향후 노인들을 대상

Quality Index] 및 직접 측정방식의 수면다원검사[poly-

으로 수면증진을 위한 향요법을 개발할 때 고려할 방법론을

somnography]나 액티그라프[actigraph])를 이용한 연구가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향요법은 기존의 약물요법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국내 수면연구의 경우, 수면장애나

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비용 효과적이며 손쉽게 적용할 수

양상을 주로 측정하였는데, 수면시간, 효율성, 입면시간 등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보완대체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

을 고려해서 수면의 질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아쉬운 점은

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 포함된 문헌들은 중재효과를 밝히고 설명하

수면장애를 개선하거나 수면상태를 개선시킨 결과를 보

기 위해 중재를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언급이 없었다. 향후

고한 문헌들의 방법론을 종합 분석하면, 라벤더 단독요법이

실험연구에서 중재를 모니터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즉,

나 라벤더 향요법에 다른 중재를 함께 제공한 혼합요법이 효

중재충실도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과적이어서 아로마 종류에는 라벤더가 수면에 효과가 있음

본 체계적 문헌고찰의 제한점은 연구문헌 수가 적고, 문헌

이 입증되었다. 기존에는 아로마를 흡입하거나 마사지를 이

들의 대조군 또는 무작위 대조군의 부족, 표준화된 도구의

용하여 효과를 기대했었던 반면[10] 본 고찰에서는 이외에

부족과 표본 크기의 부족이 포함되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

도 온습포법, 병용요법 등의 형태로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

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게재되지

음을 제시하였고, 발마사지보다는 손마사지가 더 적은 시간

않은 문헌이나 발표는 포함하지 않고, 오직 peer review를

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향요법을 이용

통해 게재된 논문만 스크린하였으므로 관련된 문헌이 빠졌

한 노인의 수면개선에 대한 간호지식체를 확장시키는 결과

을 가능성이 있으며, 출판 편이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 또한,

라 할 수 있다.

전반적인 본 문헌에 포함된 문헌들이 단일군 설계가 많고,

본 연구결과, 라벤더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아로마

대조군이 있더라도 유사실험설계가 많아 내적타당도와 외

들을 혼합하여 사용한 향요법에서는 수면증진에 효과가 없

적타당도 확보에 방법론적인 약점이 있으므로, 중재효과를

었는데, 이는 오직 2편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것이므로, 향후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연구설계, 표본크기를 고려한 반복적인 후속연구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아로마 1종류를 단독으

결론 및 제언

로 쓰는 것보다는 2∼3종류의 아로마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29], 본 문헌고찰

본 연구는 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향요법의 효과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에 대해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의 표본크기가 작고, 연구 수 자체가 많지 않아 이 차이

을 시행하여 수면에 효과를 보인 중재를 확인하였고, 구체

를 확인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적인 적용을 위한 중재의 특성과 방법에 대한 근거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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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의의가 있다. 지난 20여년의 연구결과를 고찰해 확인된

6. Kamel NS, Gammack JK. Insomnia in the elderly: cause,

본 근거는 향요법이 지역사회 및 시설에 거주하는 수면문제

approach, and treatment. The American Journal of

가 있는 노인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비약물중재 중 하나로

Medicine. 2006;119(6):463-469.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https://doi.org/10.1016/j.amjmed.2005.10.051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수면문제를 가진 노인대상자들의 수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충분한 표본크기를 확보하고 무작위 대조군 및 표준
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향요법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결과 뿐 아니라 국제 학
술지에 게재된 연구결과를 고찰하여 수면증진에 대한 효과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7. Ancoli-Israel S. Sleep and its disorders in aging populations. Sleep Medicine. 2009;10(1):S7-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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