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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was aimed to review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about whether aromatherapy
relieves stress.

Method : We searched document about criteria to use words like ‘Aroma’, ‘Oil’ and ‘Stress’. The study
included 24 RCTs which were selected by total 167 studies searched in Korean Journal by searching OASIS,
ScienceON, KISS, RISS. Cases that cannot be performed alone are excluded.

Results : We got 24 domestic standard documents. Of the 24 studies, 14 were for students, and 6 were for
patients receiving hospital treatment. Among the 7 treatments, dry-inhalation was used 13 times, and necklace-
inhalation was used 9 times. Of the 24 Studies, lavender oil was used 19 times and sweet orange was
used 4 times. Among the 28 types of measuring instruments used, 10 related to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and 8 STAIs and VASs were used respectively.

Conclusion : It was possible to conclude that aromatherapy was effective in relieving stress. Through
further research, it is necessary to study effective oil mixing methods, methods for measuring subjective
stress, multimodal intervention, and effective intervention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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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도시화와 정보화로 인해 현 인들은 급속도로 변화

하는 삶에 적응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항상 긴장된 상,

태를 유지하고 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2)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신체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

을 나타낸다3)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 반응에.

는 홍조 피로감 두통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혈, , , , ,

압 상승 우울감 두려움 무기력 집중력 약화 등이, , , ,

있다4)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개인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3) 현실적으로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차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이다5).

지난 수십 년간 현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두었으

나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치료에,

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보완 체의학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7) 최근 연구되고 있는 보완 체의학.

의 종류에는 아로마 요법 마사지 아유르베다 발반사, , ,

요법 림프드레나지 명상 침술 추나요법 뜸 등이 있, , , , ,

다 이 중 아로마 요법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입증.

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8).

아로마 요법은 다양한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100%

순수한 아로마 오일의 치료적 성분을 후각 피부 폐, , ,

순환계를 거쳐 뇌의 번연계에 도달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성 증상과 질병을 치료하는 보완 체의학의 한 방법이

다9)10)11) 이 요법은 한 종류의 아로마를 사용하는 단일.

요법보다 비슷한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유사한 효능을 나

타내는 아로마 여러 개를 택하여 시너지효과(Synersistic

를 일으키는 혼합요법의 특성이 강하다blend) 12) 아로.

마 요법의 종류에는 확산법 목욕법 마사지법 흡입, , ,

법 족욕법 습포법 등이 있으며 흡입법과 마사지법이, ,

가장 보편적인 치료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10).

아로마 요법은 아로마 오일이 일반 화학약품에 비해

몸에 축적되지 않고 호흡기 간과 신장 체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기에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이다13) 이.

요법은 적용 후 분 이내에 아로마 오일 성분이 혈액에5

서 검출되기 시작하여 분 이내에 최 수준으로 나20

타나는 시간적인 장점이 있다9) 또한 사용방법이 간편.

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14).

아로마 요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흡입법은

방법이 간편하고 별다른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8) 마사지법은 일반인들,

이 배워서 쉽게 적용하는데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며 본

인 스스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5).

아로마 요법에 한 연구는 년에는 편 정도였2003 5

으나 년에는 편으로 급증하여 관련 연구가 활, 2010 111

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 최근 평균수명.

이 연장됨에 따라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했고 이에,

개인의 건강증진 행위에 한 관심이 높아졌다.

Kim(2015)17)에서는 중학교 학년 학생을 상으로2

아로마 향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잠재적인 도

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혈액투석 환자의,

스트레스에 한 Kim(2007)18)에서는 아로마 향기 흡

입이 혈액투석 환자의 스트레스 상태불안 정도를 감소,

시키고 수면상태와 수면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Choi

(2016)19)에서는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과 운동을 병행하

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이끌

어 냈으며, Ahn(2017)20)에서는 간호사 근로자 를( )

상으로 아로마 테라피 족욕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아로마 요법에 관한 무작위 조군연구(Ran-

가 꾸준히 진행되고domized Controlled Trial, RCT)

있는 것에 비해 아로마 요법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와,

관련된 임상연구 고찰이 제 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완화에 사용되는 아로마‘

요법에 관한 임상연구 고찰을 시행했다 모든 질병의’ .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중재 방안 중에서도

개인이 일상에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중재 위주로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대상 및 방법.Ⅱ

자료수집1.

본 연구는 개의 국내 검색 엔진4 OASIS(Or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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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Advenced Searching Intergrated System),

ScienceON, KISS(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Researching Information Sharing

를 이용해 관련 연구를 년 월 일 기준으Service) 2021 7 8

로 이전까지 출판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스트레.

스 완화에사용되는아로마요법을검색하기위해 OASIS

에서는 스트레스 를 검색어로 설정했고“ ” , ScienceON,

에서는 아로마 오일 스트레KISS, RISS “( OR ) AND (

스 를 검색하였다)” .

선정 및 제외기준2.

검색된 연구 중 스트레스 완화에 사용되는 아로마

요법에 관한 연구만을 선정하였고 이 중 혼자서도 진행

가능한 요법 위주로 임상연구 고찰을 시행했다 차적. 1

으로 사람을 상으로 하지 않는 실험 연구 간결한 레,

포트 형식의 연구 문헌고찰 또는 메타분석 형식의 연,

구 주제가 다른 연구를 제외하였다 이후 원문 파일을, .

검토했으며 원문이 소실된 연구 주제가 맞지 않는 연,

구 무작위 조군연구가 아닌 연구 개인이 스스로 할, ,

수 없는 중재를 동반한 연구를 제외하였다.

정보수집 및 분석3.

최종 선별한 개의 연구를 상으로 아로마 요법의24

종류와 사용된 아로마 종류를 조사하고 이 연구들의 평

가 방법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은 상자 연. ,

령 중재 기간 중재 방법 오일 종류 측정 도구별로, , , ,

분류해 진행했다.

결 과.Ⅲ

검색 과정 및 결과1.

차 검색 결과 개의 검색 엔진에서 개 연구가 검1 4 167

색되었다 이 중 중복된 연구를 수동 배제하여 총 편. 114

의 연구를 얻었다 총 편의 연구 중 제목과 초록을. 114

Figure 1.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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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 문헌고찰 또는 메타분석 형태의 연구 편 사11 ,

람을 상으로 하지 않는 동물 연구 편 스트레스 치2 ,

료와 관련되지 않은 연구 편을 제외하였다 남은34 . 67

편의 연구를 상으로 본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문 확

보가 불가한 연구 편 무작위 조군연구 가 아닌9 , (RCT)

연구 편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중재를 동반한 연10 ,

구 편을 제외하고 남은 총 편의 연구를 분석 상12 24

으로 삼았다(Table 1).

대상자별 분류2.

아로마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에 한 무작위 조군

연구 편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등 학생을24 , ,

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편 이었으며 스14 (58.3%) ,

트레스 외에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편 직장인을6 (25.0%),

상으로 한 연구가 편 요양시설 입소자를 상2 (8.3%),

으로 한 연구와 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연구가 각각 1

편 으로 나타났다(4.2%) (Table 2).

연령별 분류3.

편의 연구에서 를 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24 20

많은 편 이었으며 연령을 특정하지 않은 연구12 (50.0%) ,

편 를 상으로 한 연구 편4 (16.7%), 10 3 (12.5%), 30

와 를 상으로 한 연구 각각 편 를60 2 (8.3%), 80

상으로 한 연구가 편 으로 나타났다1 (4.2%) (Table 3).

중재 기간별 분류4.

편의 연구에서 중재 기간이 주일 이내인 연구가24 1

가장 많은 편 이었으며 주일을 넘는 연구15 (62.5%) , 1 8

편 중재 기간에 한 언급이 없는 연구 편(33.4%), 1

으로 나타났다 언급없음 으로 분류한 편(4.2%) . (N.R.) 1

은 시험 일주일 전에 아로마 목걸이를 나누어주고 시험

기간 중에 측정한 것으로 그 기간이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다(Table 4).

중재 방법별 분류5.

편의 연구에서 사용된 중재는 총 종류로 건식흡입24 7

법 아로마 목걸이 흡입법, , 롤온 흡입법 마사지 족욕, , ,

램프 확산법 스파가언급되었다 건식흡입법, . (Inhalation_

은 번 목걸이흡입법dry) 13 (43.3%), (Inhalation_necklace)

은 번 롤온흡입법 마9 (30.0%), (Inhalation_roll-on),

사지 족욕 은 각각 번(Massage), (Foot Bath) 2 (6.7%),

램프확산법 스파 가 각각 번(Lamp Diffusion), (Spa) 1

으로 나타났다(3.3%) (Table 5).

중재 타입단독 복합별 분류1) ( / )

분석한 편의 연구 중 편 이 단독 중재를24 22 (91.7%)

사용하였고 편 의 연구가 복합 중재를 사용하, 2 (8.3%)

였다(Table 6).

단독 중재의 중재 방법별 분류2)

단독중재를다룬 편의연구에서흡입법22 (Inhalation)

을 사용한 연구가 가장 많은 편 이었으며 족욕19 (86.4%) ,

을 사용한 연구 편 마사지(Foot Bath) 2 (9.1%), (Massage)

를 사용한 연구가 편 으로 나타났다1 (4.5%) (Table 7).

단독 중재 중 흡입법별 분류3)

단독 중재를 다룬 편의 연구에서 흡입법을 사용한22

편을 선별하였고총 개의흡입법종류가나타났다 건19 4 .

식 흡입법은 편 목걸이 를 사용한 연구(Dry) 10 , (Necklace)

는 편 롤온 흡입법은 편 램프확산법6 , (roll-on) 2 , (Lamp

은 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Diffusion) 1 (Table 8).

오일 종류별 분류6.

총 편의 연구에서 사용된 오일로 개 종류의 오24 27

일이 총 회 언급되었다 라벤더 는 가장67 . (Lavendar)

많은 번 언급되었고 호호바 는 번 스위트오9 , (Jojoba) 5 ,

렌지 는 번 그레이프프루트(Sweet Orange) 4 , (Grape

시더우드 레몬 일랑일랑Fruit), (Cedarwood), (Lemon),

은 각 번 언급되었다 그 외 싸주아리쑥(Ylangylang) 3 .

곽향 사이프러스(Artemisia herba), (Betony), (Cypress),

프랑킨신스 제라늄 천초(Frankincense), (Geranium),

주니퍼베리 후박(Indian Madder), (Juniper Berry),

마조람 메이창 잣나(Machila), (Majoram), (Maychang),

무 로즈마리 산조인(Nut Pine), (Rosemary), (Spinosus

은 각 번 언급되었다Fruit) 1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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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별 분류7.

총 편의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로 개 종류의24 28

도구가 총 회 언급되었다 자율신경계 관련72 . (ANS

은 번 상태불안척도 시각아날로그related) 10 , (STAI),

척도 는 각 번(VAS) 8 , Oh(1998)39)는 번 코티졸 관련6 ,

수치평가척도(Cortisol related), (NRS), Park(1999)40),

피로자각증상 조사표 는 각 번 벡의 우울척도(SSFT) 3 ,

Table 2. Types of Subject in RCTs of Aromatherapy

Subject Number of papers n(%)
Student 14(58.3%)
Patient 6(25.0%)
Worker 2(8.3%)

Nursing Facility Resident 1(4.2%)
Not rated 1(4.2%)

Table 3. Age Groups in RCTs of Aromatherapy

Age Group(years) Number of papers n(%)
10-19 3(12.5%)
20-29 12(50.0%)
30-39 2(8.3%)
40-49 0(0.0%)
50-59 0(0.0%)
60-69 2(8.3%)
70-79 0(0.0%)
80-89 1(4.2%)

Not rated 4(16.7%)

Table 4. Intervation Period in RCTs of Aromatherapy

Period Number of papers n(%)
Within a week 15(62.5%)

More than a week 8(33.4%)
Not rated 1(4.1%)

Table 5. Methods Reported in RCTs of Aromatherapy

Intervention Number of cases n(%)
Inhalation(dry) 13(43.3%)

Inhalation(necklace) 9(30.0%)
Foot Bath, Inhalation(roll-on), Massage 2(6.7%)

Inhalation(lamp diffusion), Spa 1(3.3%)

Table 6. Types(simple/multi) of Intervention

Intervention Number of papers n(%)
Simple Intervention 22(91.7%)

Multimodal Intervention 2(8.3%)

Table 7. Simple Interventions in RCTs of Aromatherapy

Intervention Number of papers n(%)
Inhalation 19(86.4%)
Foot Bath 2(9.0%)
Massage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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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의 우울척도 역학연구센터 우울(BDI), - (BDI- ),Ⅱ Ⅱ

척도(CES-D), Chon(2000)41) 뇌파 검사 스트, (EEG),

레스 지각 척도 스트레스 증상 은 각 번으(PSQ), (SOS) 2

로 사용되었다 그 외. Ahn(1985)44), Chang(2005)42),

면역효소법 전반적 스트레스 평가척도(ELA), (GARS),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GDSSF-K), Lee(2007)

(1)43), Lee(2007)(2)46), Lim(2007)45) 불안척도, (POMS),

의 수면의 질 지수 사회 심리적 건Pittsburgh (PSQI),

강 측정도구 시험 불안 검사(PWI), (TAI), Yoo(2008)47)

의 스트레스 측정도구가 각 번으로 사용되었다1 .

하위 항목에서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교감신경 활성도

부교감신경 활성도 자율신경계 균형도(LF), (HF), (LF/

신체 저항도 심박변이도 혈압 맥HF), (SDNN), (HRV), ,

박 스트레스 지수 는 자율신경계 관련, (Stress Index)

에 포함하였고 그 수를 연구당 개로 취(ANS related) 1

급하여 계산하였다 코티졸 과 관련된 타액코티. (Cortisol)

졸 혈액코티졸(Salivary Cortisol), (Blood Cortisol),

방사면역측정법 는 코티졸 관련(RIA) (Cortisol related)

에 포함하였다(Table 10).

Table 8. Inhalation Reported in Simple Intervention

Intervention Number of papers n(%)

Dry 10(52.6%)

Necklace 6(31.6%)

Roll-on 2(10.5%)

Lamp Diffusion 1(5.3%)

Table 9. Oil Reported in RCTs of Aromatherapy

Oil Number of cases n(%)

Lavender 19(28.4%)

Jojoba 5(7.5%)

Sweet Orange 4(6.0%)

Cedarwood, Grape Fruit,
Lemon, Ylangylang

3(4.5%)

Artemisia herba, Betony, Cypress, Frankincense, Geranium,
Indian Madder, Juniper Berry, Machila, Majoram,
Maychang, Nut Pine, Rosemary, Spinosus Fruit

1(1.5%)

Table 10. Outcome Measurement Reported in RCTs of Aromatherapy

Outcome measurement Number of cases n(%)

ANS related 10(13.9%)

STAI, VAS 8(11.1%)

Oh(1998) 6(8.3%)

Cortisole related, NRS, Park(1999), SSFT 3(4.2%)

BDI, BDI- , CES-D, Chon(2000), EEG, PSQ, SOSⅡ 2(2.8%)

Ahn(1985), Chang(2005), ELA, GARS, GDSSF-K,
Lee(2007)(1), Lee(2007)(2), Lim(2007), POMS, PSQI,

PWI, TAI, Yoo(2008)

1(1.4%)

ANS, Autonomic Nervous System; STAI,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VAS, Visual Analog Scale; NRS,
Numeric Rating Scale; SSFT, Subjective Symptoms of Fatigue Test;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EEG, Electroencephalogram; PSQ, Perceived Stress
Questionnaire; SOS, Symptoms of Stress; ELA, Enzyme-linked immunoassay; GARS, A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scale; GDSSF-K,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Korea Version; POMS, Profile of Mood States;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WI,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TAI, Test Anxiety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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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Ⅳ

지난 수십 년간 현 의학은 급속도로 발전하였지만,

스트레스 치료에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체요법에 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그 중

아로마 요법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입증되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증가된 임상연구 수.

에 비해 임상연구 고찰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본 연구는 스트레스에 아로마 요법을 사용한 무작위

조군연구들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개 데이터베이스4

를 통해 관련 연구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24

편의 무작위 조군연구가 최종 분석 상으로 선정되

었다 무작위 조군연구는 임상연구 중 근거 수준이 가.

장 높은 자료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들의 일반적 특징에 해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시기별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 2007

년 년 편 년 년 편 년 년-2011 4 , 2012 -2015 9 , 2016 -2019

편으로 관련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11

있다 이는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들이.

증가하였고 이에 아로마 요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둘째 관련 연구의 상자를 살펴보면 학생을 상,

으로 한 연구가 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학업스트14 .

레스가 국내 스트레스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함을 간

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주로 연구가 학에서 진. ,

행되는 특성상 학생이 연구 상자로 모집하기 쉬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 관련 연구가. 6

편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

과 치료를 병행하는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그에 따

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이다 신체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흡수된 후 시간에서 시간3 6

내에 완전히 배설되는 아로마 오일은 적합한 치료 중재

라 사료된다18).

셋째 치료가 행해진 시간을 분석한 결과 소요기간이,

주일 이내인 연구가 주일 넘게 걸린 연구보다 두 배1 1

가량 많았다 평균적으로 중재 기간이 짧은 것은 연구.

진행의 편리성도 있겠으나 적용 후 분 이내에 효, 5~20

과가 나타나는 아로마 요법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사료된다9) 또한 중재 기간이 긴 연구를 진행할 때는.

같은 아로마의 사용은 독성 축적의 위험이 있어 아로마

종류를 바꿔주거나 주일 이상의 휴지기를 가져야 하는1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48)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연.

구의 편의성이 높은 단기 연구가 많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분석한 편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흡입법건24 (

식 목걸이 롤온 은 회로 전체 에 해당한다 이, , ) 24 80% .

는 간편하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흡입법의 특

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49) 이로부터 흡입법은 개인,

의 아로마 활용에 적합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Buckle

(1997)50)의 연구에서도 흡입법을 향기 요법에서 가장

많이 안전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라 함은 본 연구의 결과

를 지지해준다 그러나 선행연구인 국내 간호 연구 동. ‘

향’16)에서는 흡입법보다 마사지법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가 간호사의 처치에 집,

중하여 진행됨에 따라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의 도,

움 없이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중재만을 포함한 본

연구의 목적과 차이가 있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로마 요법을 통한 스트레스 처 방안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편의 단독 중재 관련 연구와 편의 복22 2

합 중재 관련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편의 연구에서. 2

복합 중재 실험군이 단독 중재 실험군에 비해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연구의 수가 부족하여 복.

합 중재의 상 적 우수성을 일반화할 수 없었고 어떠,

한 요법이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

웠다 이에 본 연구는 아로마 요법에 관한 복합 중재.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선정된 편의 연구에서 오일의 종류별 언급 횟수를24

분석한 결과 라벤더가 회로 언급된 수가 가장 높았, 19

고 스위트오렌지가 회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라벤더, 4 .

와 스위트오렌지 오일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저

렴한 가격과 높은 접근성으로 일상에서 개인이 쉽게 구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51) 또한 총 편의 연구. 24

중 오일을 블렌딩하여 사용한 연구는 총 편이었고18 ,

그중 라벤더와 스위트오렌지를 배합한 연구가 편으로4

가장 많았다 이는 아로마 향기 흡입법에 있어서 한 가.

지 오일보다 가지 이상의 오일을 블렌딩하는 것이 치2

료 효과를 극 화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연결된다52).

측정도구별 분류를 보면 총 개 종류의 도구가 사28



김현진 외 인3 : 스트레스 완화 목적의 아로마 요법에 관한 문헌고찰

57

용되었고 가장 많이 언급된 객관적 측정도구인, , ANS

를 제외한 개의 도구는 모두 주관적 측정realated 27

도구였다 연구자에 따라 같은 영역도 다른 도구로 측정.

되어 선정된 연구 편의 결과값 비교가 어려웠다 이, 24 .

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수면 각 영역, , ,

의 측정도구 표준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

포함된 개의 연구 중 단 개의 연구만이 복합 중재24 2

를 다뤘다 이는 복합 중재의 효과가 단독 중재보다 높.

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표,

본의 수로 인해 복합 중재에 한 유의미한 결론을 도

출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나타낸다 둘째 아로마 오일. ,

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었음은 분명하게 드러났

으나 각 연구의 오일 배합법에 차이가 있어 어떤 배합,

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결론지을 수 없었다 셋째 측정. ,

도구가 필요 이상으로 다양함에 따라 연구간 결과값 비

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학.

술지만을 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표본이 한정되었다

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아로마 요법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분

석한 개별 연구들을 통합 및 분석하여 임상연구 고찰을

수행 관련 연구 현황의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

한 타인의 행위에 의존해야만 하는 중재 방법은 제외함

으로써 개인이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스트,

레스 처 방안의 기초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아.

로마 요법은 향기가 몸과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한의

학의 기미이론과도 맞닿아 있다 추후 한의계에서도 아.

로마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결 론.Ⅴ

본 연구는 국내에서 보고된 아로마 요법 적용 연구

편을 상으로 학술지 연구현황을 상 연령 중재24 , ,

기간 중재 방법 오일 종류 측정 도구별로 확인하여, , ,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아로마 요법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한1.

무작위 조군연구 중 개인이 할 수 있는 중재를

다룬 연구는 총 편이다24 .

2. 임상연구 편에서 학생 상 연구가 가장 많은24

편 다른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14 (58.3%),

환자 상 연구가 편 이었다 연령별 분6 (25.0%) .

류에선 연령을 특정하지 않은 연구 편을 제외하4

면 편 편20 (12 , 50.0%), 10 (3 , 12.5%), 30

와 각 편 편 순으로60 ( 2 , 8.3%), 80 (1 , 4.2%)

높았다.

3. 임상연구 편에서사용된중재는 종류로건식흡입24 7

법 번 목걸이 흡입법은 번(13 , 43.3%), (9 , 30.0%),

롤온흡입법 마사지 족욕 각 번 램프확, , ( 2 , 6.7%),

산법 스파가 각 번 순으로 언급되었다, ( 1 , 3.3%) .

4. 임상연구 편에서 사용된 오일은 라벤더 번24 (19 ,

와 스위트오렌지 번 로 많이 사용28.4%) (4 , 6.0%)

되었다 사용된 측정도구 종류로 자율신경계 관. 28

련 번 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상태불(10 , 13.9%) ,

안척도 시각아날로그척도 각 번, ( 8 , 11.1%), Oh

(1998)39) 번 순으로 언급되었다(6 , 8.3%) .

본 문헌고찰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에 사용되는 아로

마 요법의 오일배합법과 완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표준화 연구 복합 중재를 이용한 무작위 조군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향,

후 해외 학술지를 추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아로마 요

법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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