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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부족한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신 주위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먼저 다듬어지지 않은 엉성한 논문 주제를 들고 무작정 찾아뵈었을 때부터 완

성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세심한 가르침으로 이끌어주셨던 장순복 교수님께 진
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논문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애정어린 마음
으로 저를 아껴주시고,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피
로를 측정함에 있어 정확한 측정도구를 제시해 주시고,부족한 부분을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며,매끄럽게 다듬어주신 추상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이번 학위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문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조언을 해주시고,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객관적
인 척도로 수면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시해 주시고,논리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예리하게 논문을 지도해 주신 김영인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좋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아로마 오일 선택과 정확한 브랜딩을 해주
시고,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여 힘들어 할 때마다 용기
를 북돋아주셨던 차정희 차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바쁘
고 힘든 상황에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흔쾌히 수면분석을 도와주신 이일근 교수
님과 서희숙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이 진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연구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열정을 심어주

신 유양숙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논문 진행에 따뜻한 격려와 끊임없는 관심을 베풀어주신 유인자 간호부장

님,홍현자 팀장님,이인옥 팀장님,홍수연 선생님 이하 많은 간호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학문에 대한 배려와 논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

던 서주희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며,무엇보다 바쁘신 중에도 자신의 일처럼 실험에
기꺼이 응해주신 신경외과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투정부리듯이 어리광을 부려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신
최경옥 팀장님과 이재정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며,멀리에서도 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항상 기도해주시고 힘을 북돋아주시는 노헤레나 수녀님,고규희 교수님,황란
희 교수님,장미영 교수님,조인숙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면 측정기계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신 김남영 팀장님과 영우메디텍 이대준

과장님,석두현님 그리고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임상병리과 박
연준 과장님,오은지 교수님,박효진님,그리고 자료 찾는데 도움을 주신 도서관
장우진 사서께도 감사드립니다.
학위과정동안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정신적인 위안과 평화를 준 소중한 나의 벗

들과 함께 고민하고,어려움과 기쁨을 같이 나눈 동료,선배,후배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서로의 지지와 격려가 오늘 이러한 결실을 맺는데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와 자주 찾아뵙지 못한 딸을 늘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부모님,그리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오빠와
동생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이 논문이 환자들을 위해 임상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든

간호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저의 작은 노력의 결실이 간호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이 작은 학위논문을 시작으로 더 열심히
힘차게 정진하는 모습 보이겠노라 다짐하며 감사의 글을 마칩니다.

2008년 2월
윤선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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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아아아로로로마마마 흡흡흡입입입이이이 밤밤밤번번번근근근무무무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수수수면면면과과과 피피피로로로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본 연구는 아로마 흡입이 밤번근무 간호사의 수면과 피로에 미치는 효과를 규
명하고자 시도된 단일군 전후설계의 원시 실험연구이며,연구대상은 서울 시내 C
대학교 K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밤번근무를 하는 간호사로 총 17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07년 10월～12월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본 실험 전ㆍ후 조사 순

으로 이루어졌다.
실험처치용 아로마는 레몬,라벤더,샌달우드를 1:2:1의 비율로 브랜딩한 에

센셜 오일 27cc이었고,처치 방법은 에센셜 오일을 2×2거즈에 1방울 떨어뜨려 코
로부터 5cm 이내의 거리에서 2분간의 흡입을 취침 전 1회씩 총 2회 실시하였으
며,매 흡입 후 아로마 목걸이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사전ㆍ사후 조사로 수면과 피로를 측정하였고,객관적인 수면양상은 actigraph

로,주관적인 수면양상은 Verran& Synder-Halpern(VSH)SleepScale(1987)을
김경희(2001)가 번역한 도구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했고,피로는 일본산업위생협
회 산업피로위원회(1988)가 개발한 피로 자각증상 조사표와 cline등(1992)이 개발
한 시각적 상사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12.0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실수와 백분율,비모수

분석 방법인 Friedman,과 WilcoxonSignedRanks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수면 잠복기는 아로마 흡입 전보다 흡입 후에 증가하였고,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입면 후 각성횟수는 아로마 흡입 전보다 흡입 후에 감소하였고,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5.70,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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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총 수면시간은 아로마 흡입 전보다 흡입 후에 감소하였고,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수면 효율은 아로마 흡입 전보다 흡입 후에 증가하였고,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χ2=11.41,p=.003).

5.수면의 질은 아로마 흡입 전보다 흡입 후에 증가하였고,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25.53,p=.000).

6.피로 자각증상은 아로마 흡입 전보다 흡입 후에 증가하였고,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χ2=26.30,p=.000).

7.피로 자각강도는 아로마 흡입 전보다 흡입 후에 증가하였고,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χ2=24.30,p=.000).

이상의 결과로 아로마 흡입이 밤번근무 간호사의 입면 후 각성횟수를 감소시키
고 수면 효율을 증가시키며 피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으나,수
면 잠복기는 증가시키고 총 수면시간은 감소시키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아로마 흡입,수면,피로,밤번근무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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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인간의 전형적인 생활양상은 주간의 각성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야간의 수면상
태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나,문명과 산업의 발달로 하루 24시간을 지속적으로 운
영해야 하는 직장이 점차 증가하면서(Gordon,Cleary,Parker& Czeisler,1986),
필연적으로 교대근무를 요하게 되었다.의료기관 또한 운영에 있어서 24시간 내내
가동하여 환자를 돌봐야하는 곳이고(김영혜 & 김순구,1999),임상간호사는 대상
자와의 관계에서 24시간 지속적으로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교대근무가 필수적
이다(오미정,1997).
교대근무 중 특히 밤번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환경에 적응하는데 생리적ㆍ심리

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가장 기민해야 할 근무시간 중에 심한 피로감,
빈번한 실수,성취도 저하,사회활동의 제약,수면장애,수행능력 저하 및 식습관의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김순옥,1977;이계숙,1988;임경희,2002;정윤남,1988;
Weitzman& Pollak,1979).또한 밤에 근무함으로써 생체리듬이 깨지면 불안 및
초조,신경과민,부적절한 시간에 졸리거나 깨어 있는 것,두통,소화기 질환,피로,
실수,느린 반응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Felton,Hedenrud& Horal,1971).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하는 현상이 타 분야의 이직율에

비해 높음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발표되었다(고부월,1982;김미숙,1993;김윤규
외,2002;박세남,1976;박정호,1972;변희재,1981;이계숙,1988;이성자,2001;
정윤남,1998).
밤번근무 간호사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밤번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밤

번근무에 대한 인식 및 근무환경 (박혜자,2003),일주기 리듬(Circadianrhythm)
과 피로도(김증임,1992;오미정,1996;최선윤 & 홍해숙,1999),피로도(이계숙,
1988;이은옥,1974),피로도,직무만족도,간호업무수행정도(이성자,2001),건강상
태(박영순,2004;최영진 & 문희자,1993),신체적 변화와 제반사항(변희재,1981),



- 2 -

일주기 리듬(김혜정,1988;임난영,1987),그리고 신체적 증상 및 적응도(김옥주,
2000;이혜정,1986)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개념들이 밤번근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으나,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선방안은 아직 없
는 실정이다.의료기관이 수용한 운영체제로 인해 간호사의 밤번근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아로마테라피는 다양한 천연식물의 꽃이나 잎,줄기,뿌리 등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의 치료적 성분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을
도모하는 일종의 보완요법으로서(Buckle,2003),피부나 후각을 통해서 흡수되어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일반 화학약품에 비해 몸에 축적되지 않고 호흡기,간과 신
장 체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어(Maddocks,1996;Worwood,1991)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사용이 증
가하고 있다(하혜정,김희선 & 강희선,2003).또한 짧은 시간의 적용으로도 5분
이내에 에센셜 오일의 성분이 혈액에서 검출되기 시작하여 20분 내에 최대수준을
나타내며(J̤äger,Buchbauer,Jirovetz& Fritzer,1992),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쳐 심리적 이완효과 및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불안이나 우울,수면장애를 조절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 이용도가 크다(Buckle,2003;Naše,
Našel,Samec,Schindler& Buchbauer,1994;Snyder& Lindquist,2002).
특히 아로마테라피는 감정이나 정서에 좋은 영향을 부여해 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피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대한간호협회,2002).
이에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밤번

근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증상 중 수면장애와 피로 등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중재로서 아로마 흡입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밤번
근무 간호사의 건강증진과 근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간호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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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로마 흡입이 밤번근무 간호사의 수면과 피로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아로마 흡입이 밤번근무 간호사의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2)아로마 흡입이 밤번근무 간호사의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333...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11)))제제제 111가가가설설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수면이 증가 할 것이다.

(1)제 1부가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actigraph에서 수면 잠복기와 입면
후 각성 횟수가 감소하고,총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이 증가할 것이다.

(2)제 2부가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수면의 질이 증가할 것이다.

222)))제제제 222가가가설설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피로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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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부가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피로 자각증상이 감소할 것이다.

(2)제 2부가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피로 자각강도가 감소할 것이다.

444...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아아아로로로마마마 흡흡흡입입입

아로마 흡입은 다양한 천연식물의 꽃,줄기,잎,뿌리,열매 등에서 추출한 정유
의 치료적인 성분을 이용하여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흡수시킴으로서 대상자의 심
신의 안정 및 자극에 의한 기분전환,정신집중 등에 효과적으로 구강과 코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을 의미한다(Buckle,1997;2001).
본 연구에서는 레몬,라벤더,샌달우드를 1:2:1의 비율로 브랜딩하여 아로마

목걸이에 담아서 수면 동안 착용하고,또한 거즈에 1방울 떨어뜨려 코 5cm 앞
에서 1일 1회 취침 전에 2분씩,2일 동안 대상자가 코로 흡입하는 방법을 의미
한다.

222)))밤밤밤번번번근근근무무무 간간간호호호사사사

밤번근무 간호사는 교대근무 중 밤번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본 연구에서는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2일씩 한 달에 3회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333)))수수수면면면

수면이란 행동적으로 대개 무활동과 드러누움이 동반되면서 지각의 이탈과 외
부 자극에 대한 가역적인 무반응 상태로 정의된다(Carskadon& Dement,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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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ctigraph로 측정한 수면 변수(수면 잠복기,입면 후 각성횟수,
총 수면시간,수면 효율)와 수면의 질에 대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
미한다.

(1)Actigraph

Actigraph란 신체활동을 숫자로 표시되도록 변화시키는 소형 가속기를 손목 혹
은 발목에 착용하여 규칙적인 간격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료가 메모
리에 저장되는 장치이다(Sadehetal.,1995).본 연구에서는 밤번근무 후 검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오전 10시를 취침 시간으로 하여 actigraph S/N 5160
(AmbulatoryMonitoring,INC.,USA)를 손목에 착용하고 대상자가 침대에서 일어
난 오후 6시를 기상 시간으로 하여 actigraph를 제거한 후 저장된 수면 기록을 분
석한 것을 의미하고,수면 변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ㆍ수면 잠복기(Sleeplatency):수면을 취하려고 누운 시간에서 실제로 잠이 들
기까지의 시간을 말하며,측정단위는 분이다.

ㆍ입면 후 각성횟수(Numbersofawakening):입면 후 각성이 일어난 횟수를
말한다.

ㆍ총 수면시간(Totalsleeptime):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에서 입면 후 각성
시간과 수면 잠복기를 뺀 시간으로 실제로 수면을 취한 시간을 말하며,측정
단위는 분이다.

ㆍ수면 효율(Sleepefficiency):잠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에 대한 총 수면시간의
비율을 의미하며,측정단위는 %이다.

(2)수면의 질

본 연구에서는 Verran & Synder-Halpern(VSH)SleepScale(1987)을 김경희
(2001)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점수를 말하며,총 수면점수는 8문항 점수
의 합으로 총 수면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6 -

444)))피피피로로로

피로는 주관적인 느낌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를 초래
하는 불편감의 증가 및 효율성의 저하상태를 말한다(Pickard-Holley,1990).
본 연구에서는 피로자각증상은 일본산업위생협회 산업피로위원회(1988)가 표준

화한 질문지인 피로 자각증상 조사표(SubjectiveSymptomsofFatigueTest)를
사용하여 얻은 점수로서 총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음을 의미하고,피로 자각강
도는 시각적 상사척도로 측정한 피로에 대한 주관적인 자각도 점수를 의미하며,0
점(피로가 전혀 없다)에서 10점(피로가 매우 심하다)까지 적혀 있는 수평선상에
피로 자각강도를 표시하도록 하여 얻은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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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수수수면면면과과과 피피피로로로

수면이란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힘과 건강을 유지하는 기전으로 신체적,정서
적으로 재충전하는데 효과가 있으며,가장 중요한 휴식 방식으로 적당한 감각이나
자극에 의해 깨어날 수 있는 무의식상태이다(Foreman& Wykle,1995).수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육체적,정신적,정서적 균형과 안녕을 위해 필수적이
며,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Pilcher, Ginter &
Sadowsky,1997),낮 동안의 손상된 신체 및 근육과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며,생
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다(민성길,2000).또한 수
면 중에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낮 동안의 활동을 위한 생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고,세포조직에 영양이 공급되며,스트레스,불안,긴장이 조정되고,매일의 활동에
있어서 집중,회상,흥미를 위한 에너지의 재충전이 이루어진다(Clark,Flowers,
Boots& Shettar,1995).
이에 반해 수면장애는 인체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면이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 방해를 받아 개인의 생활에 불편감을 주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것
이다(이광자,유숙자,이소우,김소야자,김윤희 & 원정숙,2006).
수면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이 있는데,객관적인

방법에는 잠자는 환자의 뇌파,눈동자 움직임,근육의 긴장도,심장활동,호흡량,
혈중 산소량,다리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불면증뿐 아니라 그 밖의 수
면장애에 대해 원인과 유형 및 증세를 찾아내는 수면다원검사(대한수면연구회,
2006)와 환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최고 10일까지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저장
하는 작은 전자장비로 환자의 깨어 있는 시간과 잠잔 시간,수면주기,그리고 일주
기/활동 리듬 등에 대한 정보를 주는 활동기록기인 actigraph가 있다(양창국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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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그리고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주관적인 방법에는 일상적인 수면 습관을 기
록하는 수면 일지와 자가 보고형의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이혜련,
2005).
객관적인 방법 중 하나인 actigraph는 시계 형태의 소형가속기를 대상자의 손목

또는 발목에 착용하여 사지 움직임의 활동과 비 활동으로부터 수면과 각성상태의
활동량을 추측하는 사정방법으로 수면잠복기,입면 후 각성시간,총 수면시간과 같
은 전형적인 수면양상 측정이 용이하다(Coatesetal.,1982).가정에서 편안하게
수일 동안 지속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하고 수면다원검사에 비해 비용 효율적인 면
과 휴대 가능성의 편리함 때문에 수면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actigraph로
측정한 활동점수와 수면다원검사의 비교에서 수면과 각성에 대한 측정은 78.5～
93.5%의 높은 일치율을 보여 actigraph의 유용성이 제안되고 있다(Sadeh,Hauri,
Kripke& Lavie,1995).
피로는 주관적이고 내적인 불유쾌한 감정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휴식이나 영양에 의해 완화되지 않아 휴식과 수면에 대한 강한 욕
망을 가지게 되고,주위 환경에 대한 동기 및 흥미가 감소되며 신체적ㆍ심리적 작
업능력이 떨어지는 등 총체적인 양상을 띄게 되므로(Trendall,2000)적절히 관리
되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나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학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개념이다(Pugh
& Milligan,1993).
피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 내릴 수 있는데,그 중 간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

면,1988년 NANDA(NorthAmericanNursingDiagnosisAssociation)에서는 피로
를 간호진단의 한 분류로 지정하여 과도한 탈진감과 신체적ㆍ정신적 작업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정의하였고(Gordon,1995;Piper,1994),Carpenito(1992)는 개인
이 저항할 수 없는 지속적인 소모감과 감소된 작업능력을 경험하는 자아인지 상
태로서,지속적이고 극심한 소진감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라고 했다.한편 최의순과
송민선(2003)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으로,여러 가지 내ㆍ외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모든 일에 능률이 감퇴되고,에너지의 균형이 깨
어진 상태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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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는 지속기간과 특성에 따라 급성 피로와 만성 피로로 구분되는데 급성 피
로는 원인이 있고 보호적 기능을 하며 갑자기 발생하고 기간이 짧으며 휴식,식사,
운동 및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완화되어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이 적으나,이
에 비해 만성 피로는 신체적 정신적 수행능력의 감소와 지속적인 피곤,에너지 부
족 등의 상태이고(Potempa,Lopez,Reid& Lawson,1986),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힘든 활동과 관계가 없으며 쉽게 완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Piperetal,1989).
이처럼 피로는 그 원인이 다양하며,다차원적인 감각이므로 정의하기 어렵고 설

명하기가 쉽지 않으며 어느 한 가지 정의도 모든 것을 포함시켜 정의하지 못하므
로(최명애,1995)다각적인 접근과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수면에 대
한 문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요약된다.

222...밤밤밤번번번근근근무무무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수수수면면면과과과 피피피로로로

우리나라 임상간호사는 연속성 있는 환자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일일 24시간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이중 특히 밤번근무는 간호사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순옥,1997;이계숙,1988;최영진,1993;Gordon etal,1986;
Learthart,2000;Verhaegenetal,1987).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문제
는 24시간을 주기로 변화하는 일주기 리듬의 불균형(Czeisler et al,1980;
Akerstedt,1990),신체적ㆍ정신적인 불건강(Costa,1997;Skipper,Jung& Coffey,
1990)등이 있다.이러한 일주기 리듬이 반복해서 교란될 경우 수면장애,피로,식
욕부진,우울 등의 여러 신체적ㆍ정신적 불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
자,2001).
그 중 수면장애는 밤번근무 간호사의 주요 건강문제로서,수주일 동안 계속해서

낮에 수면을 취하고 밤에 일한다 해도 일주기 리듬은 이에 맞게 바뀌지 않으며
완전히 적응되지 않아 이것이 야간 근무자에 있어 수면장애를 겪게 되는 이유 중
의 하나이다(오미정,1997).생체주기의 파괴로 인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는
24시간 주기에서 깨어 있어야 할 시간과 잠자야 할 시간이 뒤바뀌는 것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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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면장애인데,수면 방해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교대근무
자들이 비 교대근무자들에 비해 더 많은 불면증을 유발하게 된다(Takashietal,
2001).밤번근무자의 낮 수면은 주간 근무자의 야간수면에 비해 수면의 길이와 질
이 불량하므로,수면부족이 누적되어 근무시간에는 집중력 유지가 어렵고 졸음을
느낄 수 있으며,또한 수면부족은 그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여도
그 여파가 2～3일 계속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정기간동안 계속해서 야간작업을
해야 하는 밤번근무자에게는 피로가 누적되게 된다(이태숙, 2004). Tucker,
Macdonald& Folkard(1999)는 비록 낮번근무와 밤번근무 사이의 교대시간 사이
에 있는 휴식시간들은 수면기간과 각성도를 증대시켜 피로감을 감소시키기는 하
나 그 정도가 아주 미약하다고 제안했기 때문에,밤번근무 간호사에게 있어서 수
면과 피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개념이다.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면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로는 윤덕로 외(1998)가 일

부 간호들을 대상으로 교대근무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이형영,김원
길 & 윤진상(1991)이 2일 간격으로 순환교대근무제로 일하는 정신과 간호사를 대
상으로 수면양상을 조사하였으며,윤진상,국승희,이형영,신일선 & 김안자(1999)
는 순환교대근무와 주간고정근무 간호사의 수면양상과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을 조
사했다.권공주(2005)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도와 근무형태에 따른 수면양상을
조사하였고,변영순(2005)이 2교대와 3교대 근무간호사를 대상으로 수면의 질과
피로도를 측정하였으며,박영남(2006)은 일부 종합병원의 교대근무 간호사들을 대
상으로 수면문제와 피로자각증상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설미화(2007)가 교대
근무간호사와 비교대 근무간호사의 수면양상과 수면장애 및 수면박탈증상을 조사
하였으며,이정탁,이경종,박재범,이규원 & 장규엽(2007)은 일개 대학병원의 교
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대근무와 수면장애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이처럼
수면과 관련된 연구들이 임상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연구에만 머무르고 있을 뿐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중재연구는 아직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수면장애는 또한 피로를 유발하여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변

영순,2005),임상간호사는 낮번이나 초번 근무 때보다 밤번근무 시에 더 많은 건



- 11 -

강문제와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김남신 & 문희자
1992;김성실,1992).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쌓이거나 피로가 심하여 과로 상태에 빠지면

건강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변영순,2005),또한 과도한 피로는 지침,
활력 상실,일이나 여가활동 수행을 위한 능력과 욕구,인내력 감소를 초래하여 효
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하므로
(김매자 & 구미옥,1984),밤번근무 간호사의 경우 특히 높은 피로감을 호소하므
로 이에 대한 다양한 중재 개발이 절실하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피로를 중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언진(2004)

은 임상간호사에게 3주간 적용한 수지요법이 피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
한 연구에서 수지요법을 받은 후 피로자각증상이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김윤희(2007)는 응급실 간호사에게 경락마사지를 실시한
후 피로와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경락마사지를
실시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피로도가 낮게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민인영(2001)은 임상간호사에게 발반사 마사지를 시행하여 피로회복과 하

지부종 감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발반사 마사지를 시행한 집단의
피로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하였고,이중분(2002)
은 임상간호사의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반사 마사지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규명한 결과 발반사 마사지를 실시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피
로도가 감소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으며,조규영,이경란,최연주 & 김연희(2005)는
간호사에게 30분씩 6회 발반사 마사지를 적용하여 피로,기분 및 활력징후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발반사 마사지를 받은 후 피로가 52.85에서
45.29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Hart,Freel& Milde(1990)은 피로를 위한 중재로 자가 간호 및 자기 인식,수

면,휴식,영양,활동 및 운동,점진적 근육이완,지압,마사지,반사요법,심상요법
및 시각화,자율훈련,긍정적 강화,치료적 접촉,사회적 지지 등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밤번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건강문제

가 수면장애와 피로이므로 이에 대한 중재가 요구되는데,경락 마사지와 발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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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등의 중재들은 대상자가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중재효과
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해서 실시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감 등이 있고,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적용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
므로 피로도가 가장 높은 밤번근무 간호사의 수면 증진을 위해 아로마테라피가
필요할 것으로 요약된다.

333...아아아로로로마마마테테테라라라피피피

최근 여러 대체요법 중 아로마테라피는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심신의 이완,
스트레스 반응 감소 및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고 특별한
도구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적용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임상간호사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이를 독자적인 간호중재로 활용하
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박미경,2000).
아로마테라피는 향기를 뜻하는 ‘aroma’와 요법을 뜻하는 ‘therapy’의 합성어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였다.Wildwood(1991)는 “향기 나는 식물이나 나무들의
정유들을 이용하여 신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정을 돕는 다방면의 치유 예술
(multifacetedhealingart)”이라고 하였고,Worwood(1996)와 Buckle(1999)다양한
천연식물의 꽃,줄기,잎,뿌리에서 추출된 정유의 치료적 성분을 이용하여 대상자
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을 도모하며,건강을 유지하고,활력을 증진시키려
는 일련의 치료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아로마테라피는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침습적인 방법이고(이경희,

2000),피부나 후각을 통해서 흡수되어 치료 효과를 주며 일반 화학약품에 비해
몸에 축적되지 않고 호흡기,간과 신장 체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Worwood,1991;
Maddocks,1996).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할 수 있고,약물 치
료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인 적용이 가능한 중재법이 될 수 있다(조소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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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테라피에 사용되는 향유는 몸에 바르거나 냄새를 맡으면 몸은 물론 기분
이나 성격 등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뇌에 메시지를 전달
해 각 기관과 호르몬,림프계,면역계 등 생리 대사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아로마테라피는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질병을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치료해주는
역할을 한다(오홍근,2000).
아로마테라피의 시술방법에는 확산법,목욕법,마사지법,흡입법,족욕법,습포법

등이 있는데 그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흡입법은 가장 많이 안전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흡입법은 에센셜 오일을 코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입된 에센셜 오일은

후각신경을 거쳐 대뇌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폐에 흡수되어 전신에 영향을 미쳐
신체에 면역성을 높여주고,심신의 이완 및 자극에 의해 기분 전환,정신집중 등에
효과적이며,부신 수질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억제해 주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빠른 효과를 주며,또한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전신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물론 통증을 완화시키고 진정 작용과 이완 작용을 한다(차성환,2002).
흡입법의 종류에는 건식 흡입법과 습식 흡입법이 있는데 건식 흡입법은 손수건

이나 티슈에 한 방울의 향유를 묻혀서 코에 대고 5분 정도 흡입하는 것으로 사용
법이 간단하고 편리하다.습식 흡입법은 커다란 사발에 40℃ 정도의 따뜻한 물을
붓고 향유 원액을 2-4방울 떨어뜨린 후에 머리에 수건을 얹고 약 15～20분간 얼
굴을 20～30cm 정도 접근하여 코로 흡입하는 것으로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향
을 인체 내로 흡수시킨다(조성준,2000).
향의 흡입기전으로 천연향유는 수백만 개의 분자로 코를 통해 흡수되는데,향기

입자가 비갑개골을 통과하여 섬모라고 부르는 후각수용기에 의해 감지되면 섬모
는 메시지를 후각신경계에 전달하고 후각 상피세포의 기저로 통과하여 대뇌의 변
연계를 통해 두뇌로 전달되어 변연계와 시상하부에 작용하는데,변연계는 심박동
수,혈압,호흡,생식 작용,기억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한다(조성준,
2000;Buckle,1992;Welsh,1997).
향유가 흡수되는 시간과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사용하는 향유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3분 이내에 혈중에서 측정되며(조성준,2000),이렇게 흡수된 천연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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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몸에 축적되지 않고 간에서 대사되어 대부분 요로를 통하여 배설되거나 일부
분은 호흡,피부를 통하여 배설되므로 요로 감염이나 호흡기 감염에 효과적이다
(Buckle,1993,2001).
아로마 요법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은 종류가 다양하여 300여종이 있으며,이

중 40여종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박상옥,2001),이러한 에센셜 오일
은 한 가지 종류의 오일을 사용하는 것 보다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2-3가지 오일
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오홍근,2000)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대상자의 피로와 수면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Lemon,Lavender,Sandalwood를 선택하여 3가지 오일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Lemon의 학명은 시트러스 리모늄(Citruslimonum)으로 신경복원 작용이 있어

피로,허약,스트레스와 회복기에 효과가 있고,특히 리후레쉬되고,건강함과 행복
감을 증대시킨다(한선희,허명행 & 강지연,2002).
Lavender의 학명은 라벤둘라 오피시날리스(Lavendulaofficinalis),라벤둘라 베

라(Lavendulavera),라벤둘라 앙구스티폴리아(Lavendulaangustifolia)등 세가지
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라벤둘라 앙구스티폴리아는 모든 에센셜
오일 중에 가장 적은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작용이 거의 없고(Buckle,1993;
2002),치료적 효능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라벤더의 주요구성 성분은 리나릴
아세테이트(Linalylacetate)와 리날롤(Linalool)을 함유한 에스테르(ester)성분으로,
리날롤이 흡입될 때 강력한 진정작용으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 시켜준
다(조성준,2000).라벤더 오일은 희석하지 않은 원액을 사용하여도 될 만큼 안전
한 오일 중의 하나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며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기능을 강
화시키며,진통,정화,항경련 작용을 하고 스트레스,불안,우울 해소와 불면증,두
통,편두통 치료에 효과적이다(손숙영,1997; 오홍근,2000; Harding,2001;
Lawless,1997).
Sandalwood의 학명은 Santalum album으로 산스크리스어인 ‘chandana'에서 유

래되었다고 보며,매우 무거운 오일로 고양효과보다는 진정효과가 있어 불안이나
신경긴장에 더욱 유용하고 불면증,우울,딸국질에도 사용된다.(한선희,허명행 &
강지연,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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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테라피를 임상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지욱(2004)은 특수부서 간호사에게 라벤더를 흡입하게 하여 직무스트레스인지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는 보고를 하였다.성순남(2005)은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라벤더,버가못,일
랑일랑을 브랜딩한 아로마 오일을 흡입하게 한 결과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는 연
구결과를 보고하였다.이혜진 등(2006)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로마 오일 복부마
사지,일반 오일 복부마사지,복부마사지를 시행한 결과 아로마 오일 복부마사지와
일반 오일 복부마사지는 복부마사지에 비해 월경곤란증과 생리통을 유의하게 감
소시켰으나 아로마 오일 복부마사지와 일반 오일 복부마사지 사이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음을 보고하였고,김유진(2007)은 간호사에게 아로마 오일과 아로마 크림
을 이용하여 마사지한 결과 생리통과 월경 중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고찰을 통해 아로마테라피의 효과는 질병의 증상을 완화

시키고,심신을 이완시키며,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등 다양하다.그러나 밤번근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수면장애와 피로도를 감소시
키기 위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면장애와 피로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아로마를 밤번근무 간호사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과학
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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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아로마 흡입이 밤번근무 간호사의 수면과 피로에 미치는 효과를 파
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Onegrouppretest-posttestdesign)의 원시실험설계
(Pre-experimentaldesign)이다〈그림 1〉.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Ye1 Tx Ye2

Ye1:수면,피로
Tx :아로마 흡입
Ye2:수면,피로

그림 1.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 달 동안 2일씩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3주기의 밤번근무를 반복
하는 동안 사전조사 1회와 사후조사 2회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었다.3주기의 실험
이 진행되는 동안 매 실험마다 1주일간의 효과소멸 기간을 두어 이월효과
(carry-overeffect)를 줄이고자 하였다(Cooksley,2001).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조사는 2회를 시행하였으며,충분한 자료수집 기간을 확보함과 아울러
충분한 효과소실 기간을 두어 실험 처치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Cooksley,Buchbaueretal,1991)를 근거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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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7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소재 C대학교 K병원에
근무 중인 밤번근무 간호사로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지난 6개월 간 진통제나 수면제와 같이 실험에 영향을 미칠 약을 복용하지 않
은 자

2)후각기능이 정상인 자
3)뇌에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자

333...실실실험험험처처처치치치

111)))아아아로로로마마마 처처처방방방

에센셜 오일의 처방은 신경과 전문의 1인,간호사이며 아로마테라피스트 1인과
함께 결정하였고,상향,중향,하향을 1:2:1로 브랜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Battaglia,1995;Cooksley,1996)에 따라 Lemon,Lavender,Sandalwood를 각
각 1:2:1의 비율로 브랜딩한 오일을 준비하였다.

(1)흡입법

아로마 흡입법은 아로마 요법의 시술방법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많이 사용되고
에센셜 오일이 폐를 통해 흡수되어 혈행을 따라 신체 기관에 도달하는 가장 간단
하고 빠른 방법이다(Buckle,1992,1993,2001).
본 연구에서 흡입은 자신의 코로부터 5cm이내의 거리에서 2분간 향을 맡도록

하는 것이고,흡입회수를 1일 1회로 정한 것은 1번 흡입할 경우 지속시간이 3-6시
간 정도인 것에 근거하여 적용하였다(Buckl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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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처치를 2일로 정한 것은 본 연구가 이루어진 기관의 밤번근무 일수가 이틀
이라는 것도 있지만,아로마 흡입을 1～2회 시행해도 심리와 생리반응의 변화를
보인 사전 연구(오홍근,2000)에 근거하였다.

(2)아로마 목걸이

처방된 에센셜 오일을 채워 하루 약 8시간씩(오전 10시-오후 6시)2일간 총 16
시간 착용하였고,밤번근무 시에는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근무 시작 4시간
전인 오후 6시에 아로마 목걸이를 제거하였다.

222)))AAAccctttiiigggrrraaappphhh착착착용용용

Actigraph는 밤번근무를 마친 후 취침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오전 10시를
취침 시간으로 하여 비우성 손목(nondominantwrist)이나 발목에 착용하였고 대상
자가 침대에서 일어난 오후 6시를 기상 시간으로 하여 제거하였으며,총 32시간
착용하였다.

444...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11)))수수수면면면양양양상상상

(1)Actigraph

본 연구에서는 수면의 양을 객관적인 척도로 측정하기 위해 actigraph S/N
5160(AmbulatoryMonitoring,INC.,USA)을 사용하였다.크기는 1″×1″×3/8″
이고,무게는 0.9oz이며,1분을 1samplingepoch로 하고,zerocrossingmode이
며,2～3Hz의 빈도 범위에서 .05g의 민감도로 측정되었다.
Actigraph의 기준 설정은 수면다원검사와 actigraph를 이용하여 수면 평가를 한

이자영(1999)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였으며,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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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면 잠복기 :대상자가 누운 시각을 기준으로 활동 점수의 변화가 있는 시점
에서 측정단위(분)수가 0을 5번 이상 기록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측정단위
(분)수이다.

② 입면 후 각성 횟수 :대상자가 수면 동안 활동점수가 2회 동안 총 100점 이상
인 경우(측정단위(분)수가 1회 나타난 경우는 제외),깬 기간이 1분 이하일 경
우에는 한번으로 간주한다.

③ 총 수면시간(분):잠자리에 누워 있는 총 시간-수면 잠복기-입면 후 각성시간
④ 수면 효율(%):(총 수면시간/잠자리에 누워 있는 총 시간)×100
이와 같이 설정된 기준으로 actigraph의 결과를 수면클리닉 기사,신경과 교수,

간호학 교수와 본 연구자가 함께 분석하였다〈그림 2〉.

그림 2.측정된 Acti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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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면의 질 측정

대상자의 수면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Verran& Synder-Halpern(VSH)Sleep
Scale(1987)을 김경희(2001)가 번역한 도구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했다.이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각 문항의 내용은 수면 중 자다 깬 정도,뒤척인 정도,총 수면시간,
수면 깊이,수면에 이르는 정도,깨어날 때의 기분,잠을 깬 방법,수면에 대한 만
족으로 구성되어 있고,마지막 문항을 주관식으로 하였다.10cm의 수직선을 이용
한 시각적 척도로 되어 있으며,각 문항은 1cm으로 1점에 해당하고,총 수면점수
는 8문항 점수의 합으로 총 수면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은 높은 것을 의미한
다.측정점수의 범위는 각 항목 당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이고,총 수면점수는 최
저 0점에서 최고 80점이다.개발 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였
고,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α =.83이였다.

222)))피피피로로로도도도

(1)피로 자각 증상 측정도구

피로 자각증상은 일본산업위생협회 산업피로위원회(1988)가 표준화한 질문지인
피로 자각증상 조사표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했다.그 내용은 신체적 피로 10항목,
정신적 피로 10항목,신경 감각적 피로 10항목 등 총 3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가끔 그렇다”는 2점,“자주
그렇다”는 3점,“항상 그렇다”4점까지로 30점에서 120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
을수록 피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개발 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 

=.82였고,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α =.89이였다.

(2)시각적 상사 척도(VisualAnalogueScale:VAS)

Cline등(1992)의 시각적 상사 척도는 왼쪽 끝에 ‘전혀 피로가 없다’,오른쪽 끝에
‘피로가 매우 많다’라고 적혀 있는 10cm의 수평선상에 대상자가 느끼는 피로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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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절절절차차차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3〉.

제1일 밤번근무
제1일 밤번근무 후

낮 시간 제2일 밤번근무
제2일 밤번근무 후

낮 시간

Actigraph(AW)

ㆍ수면 (Q)
ㆍ피로 (Q)

 

제1일 밤번근무
제1일 밤번근무 후

낮 시간 제2일 밤번근무
제2일 밤번근무 후

낮 시간

Actigraph(AW)

아로마 흡입 아로마 흡입

ㆍ수면 (Q)
ㆍ피로 (Q)

 

제1일 밤번근무 제1일 밤번근무 후
낮 시간

제2일 밤번근무 제2일 밤번근무 후
낮 시간

Actigraph(AW)

아로마 흡입 아로마 흡입

ㆍ수면 (Q)
ㆍ피로 (Q)

*( ):측정방법,Q:questionnaire,AW :actiwatch

〈그림 3〉연구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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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실실실험험험 순순순서서서

실험의 확산효과와 학습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아로마를 흡입하지 않은 실험을
먼저 시행하였고 1주일 후에 아로마를 흡입한 실험처치를 2회 반복 시행하였다.

222)))예예예비비비조조조사사사

연구 대상자 5명에게 실험 순서에 따라 actigraph착용 시간 및 주의사항,아로
마 흡입 방법,흡입 거리,적용시간과 횟수를 미리 적용하여 대상자의 불편감 및
실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333)))사사사전전전조조조사사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동참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일반적인 특성,수면의 질,피로 자각증상
및 강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실험에 필요한 도구를 나누어주었으며,각각의 사용방법 및 주

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였고,교육 안내문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Actigraph는 밤번근무를 마친 후 취침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오전 10시를

취침 시간으로 하여 비우성 손목(nondominantwrist)이나 발목에 착용하였고,제2
일 밤번근무를 마치고 수면을 취한 후 대상자가 침대에서 일어난 오후 6시를 기
상 시간으로 하여 제거하였으며,총 32시간 착용하였다〈그림 4〉.이는 수면을 취
하는 시간동안에만 actigraph를 착용하려고 하였으나 실험 중간에 actigraph를 제
거하고 입력된 자료를 저장한 후 다시 연구 대상자에게 줘야하는 번거로움을 피
하기 위함이었다.그러나 자료 분석 시에는 수면을 취한 동안에 저장된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아로마 흡입에 사용될 브랜딩 오일은 아로마 목걸이와 갈색 차광병에 담아 2×2

거즈 2장과 함께 제공하였고,2분 동안 정확히 아로마를 흡입 할 수 있도록
stopwatch도 함께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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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Actigraph착용

444)))실실실험험험처처처치치치

실험처치는 아로마 흡입과 아로마 목걸이 착용이었다.
아로마 흡입은 제1일과 제2일 밤번근무가 끝나고 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

친 오전 9시 55분에 시행되었고,방법은 브랜딩 오일 1방울(0.04ml)을 2×2거즈에
떨어뜨려 거즈를 손에 들고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자신의 코로부터 5cm 이내의
거리에서 2분간 흡입하도록 하였다.정확한 흡입을 위하여 stopwatch를 이용하였
고,흡입은 1일 1회,1회 2분으로 총 2일 동안 실시하였다.
아로마 목걸이의 착용은 아로마 흡입이 끝난 후 취침 직전(오전 10시)에 이루어

졌고,수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착용하였으며,오후 6시에 아로마 목걸이를 제거
하였다.아로마 목걸이는 1일 1회(오전 10시～오후 6시),1회 8시간으로 총 2일 동
안 총 16시간 착용하였다.
실험처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연구자는 아로마를 흡입할 대상자 전원에게 실험

시작 전 오전 9시 50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실험처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였다.매 실험 시 아로마 흡입,actigraph착용,설문지 작성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매번 실험이 끝난 후에 체크하도록 당부하였고,방법대
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탈락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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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사사사후후후조조조사사사

실험이 종료되는 시점은 제2일 밤번근무를 마친 오후 6시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아로마 목걸이와 actigraph를 대상자로부터 제거한 후 수면의 질과 피로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수집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탈락대상자를 가려냈다.

666...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AMI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SPSS Win12.0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아로마 흡입이 수면의 양적인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ctigraph
를 착용하여 얻은 자료를 각 시점별로 1분당 활동 점수를 엑셀로 변환하여
수면 잠복기,입면 후 각성 횟수,총 수면시간,수면 효율을 구하였다.

3)수면의 질과 피로에 대한 대상자의 차이 검증은 비모수 분석방법인 Friedman과
WilcoxonSignedRanks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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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연구에 처음 참여한 대상자는 18명이었으나,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1명이
탈락되어 최종 17명이었고,성별은 17명 모두 여자였다.
연령은 26-30세가 8명(47.1%)으로 가장 많았고,25세 이하가 7명(41.2%)이었으

며,31-35세가 2명(11.8%)으로 가장 적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4명(82.4%)이었고,기혼이 3명(17.6%)이었다.
종교는 천주교가 7명(41.2%)으로 가장 많았고,기독교가 5명(29.4%),무교가 5명

(29.4%)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가 14명(82.4%)으로 가장 많았고,전문대학이 3명(17.6%)이

었다.
총 임상근무 경력은 2년 미만이 9명(52.9%)으로 가장 많았고,2-5년 미만이 4명

(23.5%),5-10년 미만이 2명(11.8%),10년-15미만이 2명(11.8%)이었다.
밤번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현 직위는 17명(100%)으로 모두 일반간호사였다.
건강상태는 좋음이 11명(64.7%)으로 가장 많았고,매우 좋음이 1명(5.9%),보통

이 5명(29.4%)이었다.
치료질환은 없다가 14명(82.4%)이었고,있다가 3명(17.6%)이었다.치료 질환으로

는 다발성 난소 낭종,allergy,아토피 등이 있었다.
복용약물은 없다가 14명(82.4%)이었고,있다가 3명(17.6%)이었으며,복용하는 약

물로는 호르몬 제제와 항생제 등이 있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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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

특성 구분 n(%)

성별 여 17(100%)
나이 25세 이하

26-30
31-35

7(41.2%)
8(47.1%)
2(11.8%)

결혼상태 미혼
기혼

14(82.4%)
3(17.6%)

종교 기독교
천주교
무교

5(29.4%)
7(41.2%)
5(29.4%)

교육정도 전문대학
대학교

3(17.6%)
14(82.4%)

총 임상근무 경력 2년 미만
2-5미만
5-10미만
10-15미만

9(52.9%)
4(23.5%)
2(11.8%)
2(11.8%)

현 직위 일반간호사 17(100%)
건강상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5.9%)
11(64.7%)
5(29.4%)

치료질환 있다
없다

14(82.4%)
3(17.6%)

복용약물 있다
없다

14(82.4%)
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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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111)))제제제 111가가가설설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수면이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제 1부가설과 제 2부가설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제제제 111부부부가가가설설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actigraph에서 수면 잠복기와 입면 후
각성횟수가 감소하고,총 수면시간과 수면 효율이 증가할 것이다”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면 잠복기는 실험 전 5.29분에서 제1실험 후 5.47분,제2실험 후 10.0분으로 실

험 전보다 실험 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χ2=2.46,p=.290).각 시점 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험 전과 제1실험 후 사이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Z=-.32,p=.752),실험 전과
제2실험 후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1.71,
p=.088),제1실험과 제2실험 후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1.89,p=.059)〈표 2-1〉.
입면 후 각성횟수는 실험 전 횟수가 6.65회에서 제1실험 후 5.47회,제2실험 후

5.53회로 감소하였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5.70,p=.050).각 시
점 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험 전과 제1실험 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Z=-2.05,p=.041),실험 전과 제2실험 후 사이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1.65,p=.098),제1실험과 제2
실험 후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000,
p=1.000)〈표 2-2〉.
총 수면시간은 실험 전 358.24분에서 제1실험 후 364.29분,제2실험 후 316.47분

으로 제1실험 후에는 증가하였으나 제2실험 후에는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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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84).각 시점 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험 전과 제1실험
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Z=-.40,p=.687),실
험 전과 제2실험 후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Z=-.52,p=.603),제1실험과 제2실험 후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1.68,p=.093)〈표 2-3〉.
수면 효율은 실험 전 59.82%에서 제1실험 후 65.43%,제2실험 후 66.67%로 증

가하였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1.41,p=.003).각 시점 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험 전과 제1실험 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Z=-2.25,p=.025),실험 전과 제2실험 후 사이에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2.77,p=.006),제1실험과 제2실험
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88,p=.381)
〈표 2-4〉.
따라서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수면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

설은 입면 후 각성횟수와 수면 효율은 지지되었고,수면 잠복기와 총 수면시간은
지지되지 않았다.

표 2-1.실험 전ㆍ후 수면 잠복기의 비교
(n=17)

실험 전
실험 후

χ
2 p

실험 전과
제1실험 후

실험 전과
제2실험 후

제1실험 후와
제2실험 후제1실험 후 제2실험 후

Mean±SD Mean±SD Mean±SD Z p Z p Z p
5.29±6.73 5.47±8.87 10.0±10.12 2.46 .290 -.32 .752 -1.71 .088 -1.89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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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실험 전ㆍ후 입면 후 각성횟수의 비교
(n=17)

실험 전
실험 후

χ
2 p

실험 전과
제1실험 후

실험 전과
제2실험 후

제1실험 후와
제2실험 후제1실험 후 제2실험 후

Mean±SD Mean±SD Mean±SD Z p Z p Z p
6.65±1.73 5.47±2.21 5.53±2.53 5.70 .050 -2.05 .041 -1.65 .098 .000 1.000

표 2-3.실험 전ㆍ후 총 수면시간의 비교
(n=17)

실험 전
실험 후

χ
2 p

실험 전과
제1실험 후

실험 전과
제2실험 후

제1실험 후와
제2실험 후제1실험 후 제2실험 후

Mean±SD Mean±SD Mean±SD Z p Z p Z p
358.24±121.34364.29±90.79316.47±61.17.35.840 -.40 .687 -52 .603 -1.68 .093

표 2-4.실험 전ㆍ후 수면 효율의 비교
(n=17)

실험 전
실험 후

χ
2 p

실험 전과
제1실험 후

실험 전과
제2실험 후

제1실험 후와
제2실험 후제1실험 후 제2실험 후

Mean±SD Mean±SD Mean±SD Z p Z p Z p
59.82±9.83 65.43±7.04 66.67±8.02 11.41.003 -2.25 .025 -2.77 .006 -.88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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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부부부가가가설설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수면의 질이 증가할 것이다”에 대한 검
증 결과는 실험 전 점수가 35.53점에서 제1실험 후 62.24점과 제2실험 후 60.82점
으로 증가하였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25.53,p=.000).
각 시점 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험 전과 제1실험 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Z=-3.62,p=.000),실험 전과 제2실험 후 사이
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3.62,p=.000),제1실
험과 제2실험 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Z=-.69,p=.491).
따라서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수면의 질이 증가할 것이다”라

는 가설은 지지되었다〈표 3〉.

표 3.실험 전ㆍ후 수면의 질 비교

(n=17)

실험 전
실험 후

χ
2 p

실험 전과
제1실험 후

실험 전과
제2실험 후

제1실험 후와
제2실험 후제1실험 후 제2실험 후

Mean±SD Mean±SD Mean±SD Z p Z p Z p
36.53±6.52 62.12±6.51 60.296.26 25.53.000 -3.62 .000 -3.62 .000 -.69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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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 222가가가설설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피로가 감소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제 1부가설과 제 2부가설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제제제 111부부부가가가설설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피로 자각증상이 감소할 것이다”에 대
한 검증결과는 실험 전 점수가 58.35점에서 제1실험 후 41.00점과 제2실험 후
40.00점으로 감소하였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26.30,p=.000).
각 시점 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험 전과 제1실험 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Z=-3.62,p=.000),실험 전과 제2실험 후 사이
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3.63,p=.000),제1실
험과 제2실험 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Z=-.48,p=.628).
따라서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피로 자각증상이 감소할 것이

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표 4〉.

표 4.실험 전ㆍ후 피로 자각증상 비교
(n=17)

실험 전
실험 후

χ
2 p

실험 전과
제1실험 후

실험 전과
제2실험 후

제1실험 후와
제2실험 후제1실험 후 제2실험 후

Mean±SD Mean±SD Mean±SD Z p Z p Z p
58.35±5.34 41.00±11.02 40.00±8.34 26.30.000 -3.62 .000 -3.63 .000 -.48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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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부부부 가가가설설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피로 자각강도가 감소할 것이다”에 대
한 검증 결과는 실험 전 점수가 6.94점에서 제1실험 후 4.29점과 제2실험 후 3.53
점으로 감소하였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24.30,p=.000).
각 시점 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험 전과 제1실험 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Z=-3.54,p=.000),실험 전과 제2실험 후 사이
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3.60,p=.000),제1실
험과 제2실험 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Z=-1.76,p=.078).
따라서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피로 자각강도가 감소할 것이

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표 5〉.

표 5.실험 전ㆍ후 피로 자각강도 비교

(n=17)

실험 전
실험 후

χ
2 p

실험 전과
제1실험 후

실험 전과
제2실험 후

제1실험 후와
제2실험 후제1실험 후 제2실험 후

Mean±SD Mean±SD Mean±SD Z p Z p Z p
6.94±1.39 4.29±1.40 3.53±1.13 24.30.000 -3.54 .000 -3.60 .000 -1.76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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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임상간호사는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간호를 수행 평가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김미숙,1993).특히 밤번근무
는 심한 피로감,빈번한 실수,수면장애 등을 유발하고(이계숙,1988),그 외에도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를 일으키며,이러한 현상들은 간호사들의 이직이
나 전직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시도한 아로마 흡입이 밤번근무 간호사의 수면과 피로에 미

치는 효과의 실험 결과를 논의 해보고자 한다.

111...아아아로로로마마마 흡흡흡입입입과과과 수수수면면면

본 연구에서 수면을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척도로 actigraph를 이용하여 4
가지의 수면파라미터를 측정하였다.먼저 수면 잠복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는데 이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어렵지만 실험 대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수면 잠복기가 길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실험
전의 경우는 취침하기 전에 아무런 처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수면을 시작할
수 있었고 반면에,실험 후의 경우는 취침하기 전에 정확한 실험 처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면의 시작을 오히려 방해한 것 같다.입면 후 각성횟수는 아
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더 감소하여 깊은 수면을 취한 결과를 나
타냈고,이는 수면 효율이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더 높게 측정
된 결과와도 일치하여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총 수
면시간은 제1실험 후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제2실험 후에서 가장 낮게 측
정되었는데,이는 제2실험 후에서 수면 잠복기가 길어진 것에 반비례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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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이용하여 수면의 질을 주관적인 척도로 측정한 결과 아로마를 흡입하
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수면의 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로마 요법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경희(2000)는 수면장애를 겪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7일 동안 라벤더를 흡인
한 후 주관적인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측정한 결과 수면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
였고,박상욱(2001)은 정상 성인 48명에게 클라리세이지,라벤더,레몬을 브랜딩한
오일을 흡입한 결과 수면장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이윤정
(2002)은 노인 대상자에게 라벤더를 흡입시킨 결과 수면의 질이 증진되었다고 하
였다.Hardly(1991)는 장기 입원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라벤더를 흡입하게 하여
수면시간이 증진되고 수면제 복용 없이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편안함을 느꼈다
는 결과를 보고하였다.Hudson(1996)은 노인환자에게 라벤더 오일을 환자의 베개
에 떨어뜨려 사용하게 한 결과 82%의 환자에서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고,79%의
환자에게서 낮 동안 활동수준과 각성정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Cannard(1996)
는 수면장애를 가진 노인 환자에게 에센셜 오일을 환자의 침대 위 모서리에 떨어
뜨려 흡입시킨 후 같은 에센셜 오일을 캐리어 오일과 브랜딩하여 5분간 손 마사
지를 제공한 결과 밤 동안의 수면시간이 증가되고 수면제 복용량이 감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서 아로마 흡입은 입면 후 각성횟수를 감소시키고,수면의 질과 효율을 향

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임이 규명되었다.

222...아아아로로로마마마 흡흡흡입입입과과과 피피피로로로

본 연구에서 아로마 흡입은 피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피로 자각증상과 피로 자각강도를 측정한 결과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
입한 후에 피로 자각증상과 피로 자각강도가 감소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으
나 Schiffman,Sattely-Miller,Suggs& Graham(1995)이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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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흡입을 실시한 후 피로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또한
Schiffman,Suggs& Sattely-Miller(1995)가 중년기 남자를 대상으로 아로마 흡입
을 실시한 후 피로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이성희(2000)는 일랑일
랑,라벤더,로즈,제라늄을 브랜딩한 아로마를 흡입한 결과 피로가 감소했다는 연
구결과를 보고하였고,차성욱(2005)은 남자 체육과생 24명을 대상으로 장시간 운
동 후 마사지,냉온욕,아로마 요법을 적용하여 피로대사물질(혈중 젖산,혈당,
LDH,CK)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아로마 요법이 마사
지나 냉온욕에 비해 효과가 적긴 하지만 피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또한 권정두(2004)는 체육학부 학생 8명으로 대상으로 최대하 운동 후
아로마 요법을 적용하여 피로물질인 젖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서 아로마 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이 아로마 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젖산이 낮게 축적되어 피로에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로서 아로마 흡입은 수면을 증진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의 감소에도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아로마 오일의 선택,브랜딩 방법 및 적용
방법 등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즉 수면 증진과 피로 감
소에 효과적인 레몬,라벤더,샌달우드를 브랜딩하여 흡입법을 적용하였는데,2가
지 이상의 아로마 오일을 브랜딩하여 사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로 인해 치료효과
를 극대화시키며(오홍근,2000),아로마 적용 방법 중 가장 빠른 효과를 보이는 흡
입법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아로마의 흡입이 밤번근무

간호사의 수면을 증진시키고,피로를 감소시킴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으며 더불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또한 간호사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로마테라피는 부작용이 없어 안전

하고,사용이 간편하여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효과가 빠르기 때문
에 교대근무로 생활이 불규칙하고 바쁜 간호사들이 이용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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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는 밤번근무 간호사가 겪는 수면장애와 피로를 완화시키고자 아로마 흡입
을 적용하였는데,이는 국내에서 시도한 첫 중재연구가 될 것이고,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대근무로 일주기 리듬이 불규칙한 간호사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 개발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 아로마 흡입이 밤번근무 간호사의 수면 증진과 피로 감소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일개 대학병원의 일개 병동 간호사로서 17명밖에 안되어 표본이 적다는 것,대조
군이 없는 원시 실험설계라는 것,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분석이 어려웠다
는 점이다.이러한 문제점은 지속적인 반복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밤번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조사연구 수준에만 머물러 있던 것을 중재개발을 위해 간호학 분야에서
실험연구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아로마 흡입은 실제 임상에서 밤번근무 간호사들의

수면 증진과 피로 감소를 위한 중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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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아로마 흡입이 밤번근무 간호사의 수면과 피로에 미치는 효과를 규
명하고자 시도된 단일군 전후설계의 원시 실험연구이다.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대상자는 서울시내 C대학교 K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
에서 밤번근무를 하는 간호사로 총 17명이었다.
본 실험 전에 예비조사를 거쳤고,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순서로 실험을 진행하

였다.
사전 조사로는 밤번근무를 마치고 일상적인 수면을 취한 후 수면과 피로를 측

정하였다.
실험처치는 아로마를 흡입하기 위해 레몬,라벤더,샌달우드를 1:2:1의 비율

로 브랜딩한 오일 27cc를 이용하였다.처치 방법은 에센셜 오일을 2×2거즈에 1방
울 떨어뜨려 코로부터 5cm 이내의 거리에서 2분간의 흡입을 취침 전 1회씩 총 2
회 실시하였으며,매 흡입 후 아로마 목걸이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사후 조사는 실험처치가 끝난 직후에 수면과 피로를 측정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수면을 객관인 척도로 측정하기 위해 actigraph를 이용하였고,주

관적인 척도의 수면의 질은 Verran& Synder-Halpern(VSH)SleepScale(1987)을
김경희(2001)가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였다.피로는 일본산업위생협회 산업피로위
원회(1988)가 개발한 피로 자각증상 조사표와 cline등(1992)이 개발한 시각적 상
사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AMI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SPSSWin12.0프로그램을 이용

하였으며,실수와 백분율,비모수 분석방법인 Friedman과 WilcoxonSignedRank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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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제 1가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수면이 증가할 것이다”
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제 1부가설 :수면 잠복기는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증가하
였고,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입면 후 각성횟수는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한 후에 감소하였고,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χ2=5.7,p=.05),총 수면시간은 아
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한 후에 감소하였고,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수면 효율은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증가되었고,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어(χ2=11.41,p=.003),입면 각성횟수와 수면 효율은 지지되었
고,수면 잠복기와 총 수면시간은 지지되지 않았다.

제 2부가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수면의 질은 증가되어
지지되었다(χ2=25.53,p=.000).

2)제 2가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피로가 감소할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제 1부가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피로 자각증상이 감소
되어 지지되었다(χ2=26.3,p=.000).

제 2부가설 :아로마를 흡입하기 전보다 흡입한 후에 피로 자각강도가 감소
되어 지지되었다(χ2=24.3,p=.000).

이상의 결과로 아로마 흡입이 밤번근무 간호사의 입면 후 각성횟수를 감소시키
고 수면 효율을 증가시키며 피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으나,수면
잠복기는 증가시키고 총 수면시간은 감소시키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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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본 연구에서는 아로마 흡입을 밤번근무 간호사에게만 실시하였는데,초번과
낮번 근무간호사에게도 확대 실시하며,대상자를 늘리고 적용 방법 및 연구
설계를 달리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2)아로마 흡입 이외의 다른 중재를 실시하여 효과를 파악하고,아로마 흡입과
각 중재들 사이의 효과 정도 및 대상자의 만족도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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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
연연연구구구 참참참여여여 동동동의의의서서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전공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
입니다.본 설문지는 밤번근무 시 나타나는 간호사의 수면과 피로 정도를 조사하
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
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익명으로 진행될 것을 약속드립니다.만약 연구에 참여
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

○ 본인은 연구의 목적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의로 설
문 조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설문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에 대해서 충분
히 설명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 연구자로부터 익명성과 참여자 개인의 비밀 보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
어 믿습니다.

♧ 일 시 :2007년 월 일
♧ 연구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윤선희
♧ 연락처 :016-473-6224
♧ 참여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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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사사사항항항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내내내용용용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를를를 하하하
거거거나나나 기기기입입입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1)귀하의 성별은?① 남 ② 여

2)귀하의 연령은?만( )세

3)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4)귀하의 종교는?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

5)귀하의 최종학력은?① 전문대학 ② 대학교 ③ 대학원 이상

6)귀하의 총 임상 근무 경력은?( )년 ( )개월

7)귀하의 현 직위는?① 일반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③ 기타( )

8)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9)현재 치료중인 질환은?
① 있음(있다면 어떤 질환입니까? ) ② 없음

10)현재 복용하는 약물?
① 있음(있다면 어떤 질환입니까? ) 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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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

222...수수수면면면의의의 질질질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VVVSSSHHH SSSllleeeeeepppSSScccaaallleee)))
아아아래래래의의의 질질질문문문을을을 읽읽읽고고고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 주주주무무무셨셨셨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되되되는는는지지지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곳곳곳
의의의 수수수직직직선선선 위위위에에에 ✔✔✔로로로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주무시는 중간에 몇 번이나 깨셨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눈을 감고 있었을 전혀 깬
뿐 깨어 있었다 적이 없다

2)주무시는 동안 얼마나 움직였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밤새 뒤척였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3)주무시려고 누운 순간부터 일어났을 때까지 걸린 총 수면 시간은?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못 잤다 약 10시간 잤다

4)어느 정도로 깊게 주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아주 얕은 잠을 잤다 깊게 푹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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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잠을 자려고 누운 순간부터 잠에 빠질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잠들지 자리에 눕자마자
못함 즉시 잠에 빠짐

6)잠에서 깨어날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아주 피곤한 상태로 일어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남

7)잠에서 어떻게 깨어나셨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갑자기 누군가가 충분히 잔 다음
깨웠음 자발적으로 깨어남

8)귀하의 수면을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다음 중 어느 곳에 해당됩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너무 못 잤다 아주 만족한다

9)수면을 잘 취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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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444】】】

333...피피피로로로도도도 측측측정정정
111)))피피피로로로 자자자각각각 증증증상상상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피피피로로로 자자자각각각 증증증상상상을을을 측측측정정정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한한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가가가 현현현재재재
자자자각각각하하하는는는 피피피로로로도도도에에에 ✔✔✔로로로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신 1.머리가 무겁다.
체 2.머리가 아프다.
적 3.전신이 노곤하다

4.몸이 어딘가 아픈것 같거나 노곤하다.
증 5.어깨가 아프다.
상 6.가슴이 답답하다.

7.다리가 노곤하다.
8.침이 마른다.
9.하품이 난다.
10.식은 땀이 난다.

정 11.머리가 띵하거나 얼굴이 화끈거린다.
신 12.생각하는 것이 귀찮다.
적 13.남하고 말하는 것이 귀찮다.

14.신경질이 난다.
증 15.졸리다.
상 16.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17.일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18.간단한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
19.하는 일에 자신이 없다.
20.일하는게 걱정이 된다.

신 21.눈이 피로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경 22.눈이 뻑뻑하다.

23.동작이 어색하거나 잘 틀린다.
감 24.다리가 흔들린다.
각 25.입맛이 변하여 음식 냄새가 싫어진다.
적 26.어지럽다.

27.눈꺼풀이나 손에 경련이 온다.
증 28.귀가 잘 안들리거나 귀에서 왕왕거린다.
상 29.손발이 떨린다.

30.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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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시시시각각각적적적 상상상사사사 피피피로로로 도도도구구구
아아아래래래의의의 직직직선선선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전전전반반반적적적인인인 피피피로로로도도도를를를 알알알아아아보보보고고고자자자 하하하는는는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직직직선선선
의의의 왼왼왼쪽쪽쪽은은은 피피피로로로가가가 없없없는는는 상상상태태태이이이고고고,,,오오오른른른쪽쪽쪽은은은 피피피로로로를를를 매매매우우우 심심심하하하게게게 느느느끼끼끼는는는 상상상
태태태입입입니니니다다다...현현현재재재 귀귀귀하하하가가가 밤밤밤번번번근근근무무무 시시시 느느느끼끼끼시시시는는는 피피피로로로의의의 정정정도도도를를를 직직직선선선상상상의의의 적적적
당당당한한한 부부부위위위에에에 (((↓↓↓)))표표표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0 1 2 3 4 5 6 7 8 9 10
피로가 피로가

전혀 없다 매우 심하다

♡♡♡♥♥♥♡♡♡ 응응응해해해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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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

♡♡♡♥♥♥♡♡♡ 실실실험험험 시시시 지지지켜켜켜야야야할할할 사사사항항항 ♡♡♡♥♥♥♡♡♡

☞☞☞ 유유유의의의사사사항항항

1.밤번근무 시작 후 한 잔의 커피는 허용하나,오전 4시 이후에는 삼갑니다.

2.가벼운 샤워는 허용하나 장시간의 통목욕과 과격한 운동은 삼갑니다.

3.금주,금연합니다.

4.취침 전 10시에 아로마 목걸이와 손목이나 발목에 액티와치를 착용합니다.

5.오후 6시에 아로마 목걸이는 제거하고 액티와치는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계
속 착용합니다.

6.실험이 종료되는 제2일 밤번근무를 마치고 수면을 취한 후 오후 6시에 아로
마 목걸이와 액티와치를 제거하고,수면의 질과 피로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7.액티와치는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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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666】】】

♡♡♡♥♥♥♡♡♡ 아아아로로로마마마 흡흡흡입입입 설설설명명명서서서 ♡♡♡♥♥♥♡♡♡

☞☞☞ 실실실시시시방방방법법법

1.나눠드린 에센셜 오일과 거즈를 준비합니다.
2.에센셜 오일이 담긴 뚜껑을 열고 거즈에 1방울 떨어뜨립니다.
3.오일이 묻은 거즈를 코앞 5cm거리 정도로 가져 갑니다.
4.2분간 평소 자신의 호흡패턴으로 흡입 합니다.
5.아로마 흡입이 끝나면 처방된 에센셜 오일이 채워진 아로마 목걸이를 목에 착
용하고 취침합니다.

☞☞☞ 에에에센센센셜셜셜 오오오일일일 사사사용용용 시시시 주주주의의의 사사사항항항

1.에센셜 오일이 담긴 병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이나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2.에센셜 오일은 휘발성이 있으므로 사용 후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합니다.
3.에센셜 오일은 흡입 외에 바르거나 복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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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777】】】

실실실험험험일일일지지지

제1일과 제2일 밤번근무를 마친 후 취침하기 전에 아로마를 흡입하고,아로마
목걸이와 액티와치를 착용한 후 취침하며,아로마 목걸이 만 오후 6시에 제거합니
다.제2일 밤번근무 후 실험이 종료되는 오후 6시에 아로마 목걸이와 액티와치를
제거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고,시행여부에 대하여 해당 칸에 ✔표로 기입해 주세
요.

월
일

제1일
밤번근무 후 낮 시간

제2일
밤번근무 후 낮 시간

제2일
실험 종료 후

아로마 흡입( )
아로마 목걸이 착용( )
아로마 목걸이 제거( )
액티와치 착용( )

아로마 흡입( )
아로마 목걸이 착용( )
아로마 목걸이 제거( )
액티와치 착용( )

아로마 목걸이( )
액티와치 제거( )
일반적인 특성( )
수면( )
피로( )

아로마 흡입( )
아로마 목걸이 착용( )
아로마 목걸이 제거( )
액티와치 착용( )

아로마 흡입( )
아로마 목걸이 착용( )
아로마 목걸이 제거( )
액티와치 착용( )

아로마 목걸이( )
액티와치 제거( )
수면( )
피로( )

아로마 흡입( )
아로마 목걸이 착용( )
아로마 목걸이 제거( )
액티와치 착용( )

아로마 흡입( )
아로마 목걸이 착용( )
아로마 목걸이 제거( )
액티와치 착용( )

아로마 목걸이( )
액티와치 제거( )
수면( )
피로(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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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888】】】

본본본 연연연구구구에에에서서서 사사사용용용한한한 아아아로로로마마마 식식식물물물사사사진진진

레레레몬몬몬(((LLLeeemmmooonnn)))

라라라벤벤벤더더더(((LLLaaavvveeennndddeeerrr))) 샌달우드샌달우드샌달우드샌달우드(Sandalwood)(Sandalwood)(Sandalwood)(Sandal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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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999】】】

본본본 연연연구구구에에에서서서 사사사용용용한한한 에에에센센센셜셜셜 오오오일일일

레레레몬몬몬
(((LLLeeemmmooonnn)))

라라라벤벤벤더더더
(((LLLaaavvveeennndddeeerrr)))

샌샌샌달달달우우우드드드
(((SSSaaannndddaaalllwwwooooooddd)))

【【【부부부록록록 111000】】】 【【【부부부록록록 111111】】】

아아아로로로마마마 흡흡흡입입입 아아아로로로마마마 목목목걸걸걸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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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eeeEEEffffffeeeccctttsssooofffAAArrrooommmaaaIIInnnhhhaaalllaaatttiiiooonnnooonnnSSSllleeeeeepppaaannndddFFFaaatttiiiggguuueee
iiinnnNNNiiiggghhhtttSSShhhiiiffftttNNNuuurrrssseeesss

Yun,SunHee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studyisoriginalexperimentalstudywith"beforeandafterdesign"of
singleclustertoexamineeffectsofinhalationofAromaonsleepandfatigue
ofnightshiftnurses,andobjectivesofthestudy weretotal17nightshift
nurseswho work atneurosurgery intensivecareunitofK hospital,ofC
universityinSeoulcity.
Datawascollectedfrom preliminarysurveyinOctober～December,2007and

successivelybeforeandafterthisexperiment.
Aromaforexperimentaltreatmentwas27ccofessentialoilblended with

lemon,lavender,sandalwoodofwhichproportionwas1:2:1,andtreatment
methodwastomakeobjectivesinhaleessentialoilin2×2gauzetowhichone
dropwassoaked,withinthedistanceof5cm from nosetotakeonebreathtwo
timesbeforegoingtosleepwhilewearingAromanecklace.
Sleeping and fatigue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examinations,and

actigraph for objective sleep type, a translated tool of Verran &
Synder-Halpern (VSH)Sleep Scale(1987) by Kim Gyeong Hui(2001)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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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esleeptypewereused tomeasure,andfatiguewasmeasuredby
visualanalogscalethatClineandothers(1992)developedandthesubjective
symptomsquestionnairedevelopedbytheIndustrialFatigueCommittee(1988)of
theJapanIndustrialSanitaryAssociation.
SPSS Win 12.0 program wasused fordata analysis,and Friedman and

Wilcoxon Signed Ranks Testwhich is analysis method ofrealnumber,
percentage,non-parameterwasusedtoanalyze.

Theresultofstudyisasfollows.

1.The sleep latent period increased after inhalation than that before
inhalation,therewasnostatisticallymeaningfuldifference.

2.Awakeningnumberdecreasedafterinhalationthanthatbeforeinhalation
andtherewasstatisticallymeaningfuldifference(χ2=5.70,p=.05).

3.Totalsleepinghoursdecreasedafterinhalationthanthatbeforeinhalation
andtherewasnostatisticallymeaningfuldifference.

4.Sleepefficiencyincreasedafterinhalationthanthatbeforeinhalation,there
was nostatisticallymeaningfuldifference(χ2=11.41,p=.003).

5.Qualityofsleepincreasedafterinhalationthanthatbeforeinhalationand
therewasstatisticallymeaningfuldifference(χ2=25.53,p=.000).

6.Subjectivesymptom offatigueincreasedafterinhalationthanthatbefore
inhalation,and there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χ2=26.30,
p=.000).

7.Intensityofsubjectivesymptom offatigueincreasedafterinhalationthan
thatbeforeinhalation,andtherewasstatisticallymeaningfuldifference(χ2=24.30,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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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resultsclarifythatinhalationofAromaofnightshiftnursesreduce
awakening numbersaftersleeping and increasesleep efficiency and reduce
fatigue,butincreasesleeplatentperiodandreducetotalsleeping hours,on
whichrepeatedstudiesareneeded.

KKKeeeyyywwwooorrrdddsss:Aromainhalation,nightshiftnurses,sleep,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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