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nted by 웹포스터 

A Study on the Clinical Study of Sleep Disorder Applying Clinical Aroma Therapy 

Appeared in Chinese Literature

Jiao-Jing Sun1, Dong-Ting Wang2, Kyeong-Ran Kim3*

1,2Graduate student, Dept. of Beauty Science,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3*Professor, Dept. of Beauty Science,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현대사회는 여러가지 내적, 외적 자극원인에 의하여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게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으

로써 포괄적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단지 피로감뿐만 아니라 신체의 회복력과 정신

적 통합력이 약해지고 학습력과 기억력에도 장애를 받고 스트레스나 불안이 증

가되어 개인의 안녕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Clark, Flowers, Boots &

Shettar, 1995) 수면장애의 원인은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 수면장애의 치료로 대부분의 경우에 진정제와 수면

유도제 등의 약물이 처방되고 있지만 약물의 장기간 사용은 오히려 내성이나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Kim, 1981; Lee, 1995).

수면장애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리방법에는 이완요법, 인지요법, 명상, 요가,

심상요법, 아로마테라피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중국의 의료적 분야에서 안

정적으로 연구보고된 적용방법에서 증상에 따른 에센셜오일의 종류, 적용부위,

적용방법,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정형화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후속연

구로 피부미용인들의 에센셜오일 적용 방법 및 아로마테라피 적용방법 등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연구재단에서 아로마테라피(향기요법)과 관련된 2000

년∼2020년 12월까지 학회지를 선정하였다. 측정 변수의 범위는 수면장애에

관한 에센셜오일, 인체적용부위, 사용방법,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키워드

검색하여 선정하였다. 자료는 Excel 2013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을 구하였다. 

◆수면장에개선을위한에센셜오일의종류및특성

Ⅳ. Results and Discussion

본 연구는 중국연구재단에서 수면장애 개선을 위한 임상아로마요법(향기요

법) 적용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2020년 12월까지

학회지 10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수면장애 개선을 위한 적용방법은 10편 모두 의학계에서 발표한 학회지이고,

에센셜오일은 라벤더. 흡입법, 코부위, 2주간 적용, 1회/1일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 임상아로마요법은 의학계 및 피부관리에서 저비용으로 가장 안전

하고 편리하게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보완대체요법임을 알 수 있다. 추후

에 더 많은 선행연구 편수와 한국의 임상결과와 비교분석의 후속연구가 필요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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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면부족의인체에미치는영향

Subject Kind of Oil
Body 
Parts

Method Period
Frequency of 
application

Research on the effect of
aromatherapy on sleep quality and
nausea and vomiting in cervical
cancer patients who undergo
concurrent radio chemotherapy

Ginger Oil
Peppermint 

Oil
Nose Inhalation 3Weeks 1nd /1Day

Effects of aromatic pranayama
therapy on sleep quality of
breast cancer patients who
undergo radiotherapy

Lavender Oil Nose Inhalation - 1nd /1Day

Effects of aromatherapy on bad
mood and sleep quality of female
schizophrenia patients in
remission stage

Lavender Oil Nose Inhalation 12Weeks

First
2nd/1Day/1Week

Second
1nd/2Day/2Weeks

Research on nursing effect of
lavender fragrance on sleep
quality of fracture patients
after operation

Lavender Oil Nose Inhalation 4Weeks 1nd/1Day

Effects of lavender aromatherapy
on negative mood and sleep
quality of female schizophrenia
patients in remission stage

Lavender Oil
Nose
Ears

Inhalation 
Music 

parallel
12Weeks

First
2nd/1Day/1Week

Second 
1nd/2Day/2Weeks

Research on the effect of
aromatherapy on sleep quality
improvement of elderly patients
in neurology department

Bergamot Oil
Orange Oil
Lavender Oil

Nose Inhalation ２Weeks 1nd /1Day

Research on aromatherapy in the
improvement of sleep quality and
anxiety state in patients after
abdominal surgery

Lavender Oil Nose
Inhalation 

2Weeks 1nd /1Day

Observation on the effect of
aroma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sleep quality and negative
emotion in elderly medical
patients

Bergamot Oil
Orange Oil
Lavender Oil

Nose Inhalation 2Weeks 2nd/1Day

Effects of auricular acupressure
combined with aromatherapy on
sleep quality of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during
perioperative period

Lavender Oil
Geranium Oil
Bergamot Oil

Nose
Ears

Inhalation 
Ear 

Acupuncture 
1Week

2nd/1Day
1nd /1Day

Research on the effect of
aroma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sleep quality in the elderly

Bergamot Oil
Orange Oil
Lavender Oil

Nose
Hand

Shoulder 
and Neck

Massage
Inhalation 

8Weeks 2nd/1Week

Kind of Oil Componen Methods Writer Year

Lavender Linalyl Acetate 36.71% Inhalation Kim Mi-on 2017

Clary sage Linalyl Acetate 68.48% Inhalation Lee Chae-young 2021

Geranium Cirtronnellol 31.65% Inhalation Jeon Hwa-young 2015

Bergamo Methyl Chavicol 84.57% Massage Park Sun-ae 2007

Marjoram Cineole 52.76% Inhalation Jeong Han-na 2012

미국 시카고 대학의 코토박사는 숙면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수면부족은 혈액내의 포도당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혈당치가 올라

가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당뇨병 및 체지방에 축적되어 비만과 고혈압

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라벤더오일은 리나룰(linalool)성분이 자율신경계를 조

절하는 역할을 하고, 신경안정과 혈압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능이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하고 있다(Jeon, 2015). 라벤더는 불면증 개선뿐만 아니라 항진균

, 항염, 항박테리아, 항우울, 진통, 회복촉진, 스트레스 감소 등의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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