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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is an experimental study that attempts to define the effect that self-aromatherapy massage has on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Methods: Of the total 41 participants, 21 were designated as the experimental group 
and 20 as the control group. The participants were subject to massages; lavender, sweet orange, mandarin, rosewood, and bergamot aromas 
diluted to the concentration of 2% in jojoba oil, the carrier oil, were used on the experimental group, and only jojoba oil was used on 
the control group. Self-aromatherapy massages were conducted for 10 minutes per session, 3 times a week in alternating days, in a period 
of 2 weeks, and the depression points and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massages. Result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of depression poi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life satisfaction in both groups. Conclusions: Thus, it is thought self-aromatherapy massages could be used as a practical method of 
self-mediation that alleviates depression in depressed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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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울증은 20∼30대의 조기사망원인 1위를 유발하는 주

요 원인의 하나이며(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3),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은 우울증 발병이 최고점에 이르는 연

령대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특히 비슷

한 연령대의 직장인보다 대학생이 약 두 배 정도 우울증의 

발병 빈도가 높다(Bonner & Rich, 1998). 대학생들은 사회

적,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에 자율적이고 책임이 부여

되는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급격한 자아

정체감의 혼란과 많은 갈등상황의 경험이 우울증을 증가

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Schieman, Van Gundy & Taylor, 

2002). 더욱이 높은 등록금과 치열한 학점경쟁, 다양한 스

펙 쌓기,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으로 인한 미래의 불확

실성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과 

진로, 이성문제 등 당면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된

다(Kim, 2012; Kwak & Kim, 2013). 

우울은 15세 이상 성인에게 있어서 경제적 손실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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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강상실년수(Years of life lived a disability)를 이끄는 

원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Mathers et al., 2003), 한

국인의 질병부담에서 20대의 경우 우울장애가 1위를 차지

하고 있다(Park et al., 2006).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우울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58.3%는 우

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13.3%는 자살생각 또는 

자살시도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Kim, 2012). 미국의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에 수행된 건강평가(National 

College Health Assessment)에서 주요 우울장애의 1년 유병

률이 11%에 이르러 우울장애가 가장 흔한 정신장애로 보

고되었다(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13).

주요 우울장애는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을 주

된 증상으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의미 있는 체중 증가

나 감소, 식욕 증가나 감소, 불면, 과다수면, 정신운동성 초

조나 지체, 피로, 무가치감, 부적절한 죄책감, 사고력 및 집

중력 감소, 우유부단함,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특정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생각 또는 자살기도나 자살계획

의 증상들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우울증이 있는 대학생들은 피로

감, 수면시간의 변화, 우울감 등 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하였

고(Lee, Kim, Song & Lee, 2013), 학업능률 저하, 학교적응

의 문제, 일과 가정생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사회적 적

응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자살사고까지 초래했다(Kim, 

2012; Yang & Shin, 2013). 

이러한 우울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감

소시키거나 보호요인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Kwak 

& Kim, 2013), 보호요인 중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삶

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해 갖는 

정서적 만족감을 의미하며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을 

측정하는 것(Di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으로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행복감 등 연구자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Lee, 2013). 삶의 만족도

는 우울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 우울이 높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으며(Lee & Lee, 2005), 특히 우

울은 신체적, 사회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삶의 만

족도를 저하시키는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Cho & Moon, 

2012). 그러나 우울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울경향을 보이는 대학

생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자살에 대한 잠

재적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또

한 낮은 상태로 볼 수 있어 우울한 대학생들에 대한 적극

적인 관심과 함께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오늘날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로 접근성이 뛰

어난 아로마 요법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아로

마 요법은 항균, 진통, 항염, 혈액정화를 통한 해독, 상처치

유, 거담과 점액분해, 신경강화 작용을 통한 우울 및 스트

레스 완화 등 여러 효능이 있으며(Kwon et al., 2007), 특히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향 성분은 대뇌변연계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쳐 심리적, 정신적 조절작용으로 우울을 감소

시킨다(Chang, 2008). 아로마 요법의 적용방법은 휘발성 향

유인 에센셜 오일의 치료적 성분을 흡입하거나 목욕, 마사

지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데, 그 중 아로마 오일과 접목한 

마사지법은 개별적, 직접적 접촉 및 후각을 통한 향유의 

자극과 오일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혈류를 타고 전신에 

순환하여 호르몬 및 효소들의 화학적 반응으로 혈액과 림

프의 순환을 자극하고 면역기관을 자극하여, 신체적 긴장

완화 및 심리적 이완효과와 더불어 우울감소의 효과가 있

다(Seo & Chang, 2009).

이에 최근까지 아로마 요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와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로마 손마사지(Chang, 2008; Seo & Chang, 2009)와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아로마 발반사마사지(Yang, Kang 

& Kim, 2011), 흡인법을 적용한 연구(Lee & Lee, 2006), 관

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아로마 환부마사지(Kim, Nam & 

Paik, 2005)에서는 우울완화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아로마 환부마사지(Kim et al., 2005)를 

적용한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의 변수를 측정한 연구가 있

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우울 및 삶의 만족도 

요인 둘 중 일부 요인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로마 요법 대상자는 주로 치매노인, 말기암 환자, 관절염 

환자 등 기저질환을 대상으로 손마사지와 발마사지, 흡입

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울

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로마 오일과 자가마사지를 병행하

여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로마 자가마사지

를 적용하여 우울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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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우울한 대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용적인 

중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

본 연구의 목적은 우울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로마 자

가마사지를 적용하여 우울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1가설: 아로마 자가마사지를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우울점수가 낮을 것이다.

제2가설: 아로마 자가마사지를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 설계는 우울한 대학생에게 아로마 자가마사지

를 적용하여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

여 실용적인 중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

군 전후설계(Non 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유사 실험연구이다[Figure 1].

Experimental group

⇩ ⇩ ⇩

Pre-test
- General characteristics
- Depression; PHQ-9
-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elf-Aromatherapy Massage
∙10min/session, 

3session/week for 2weeks
∙carrier oil(Jojoba) + 2% blend essential olis

(Lavender; Sweet Orange; Mandarin; Rose wood; Bergamot)

Post-test
- Depression; PHQ-9
-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10min/session, 
3session/week for 2weeks
∙carrier oil(Jojoba)

⇧ ⇧ ⇧

 Control group

[Figure 1] Study procedure.

2. 연구 상

C도 G시에 소재한 K대학교에서 우울증 선별조사에 참

여한 학생 2,930명 중 우울점수(PHQ-9) 총 27점 중 5점 이

상부터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Park, Choi, 

Choi, Kim & Hong, 2010) 근거에 의하여 우울점수(PHQ-9)

가 5점 이상인 자 184명(6.3%)에게 검사결과지를 개별 송

부한 후 문자 및 전화로 면담일정을 안내하여 1차면담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로마 오일에 과민반응이 없는 자, 전신에 

열린 상처가 없는 자, 후각에 문제가 없는 자, 최근 1달 이

내에 아로마 요법을 받지 않은 자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대상자 수는 Kim 

et al. (2005)의 선행연구 논문에 근거하였으며, G* 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ɑ)=.05, 그룹의 수=2, 

효과크기(d)=.8, 검정력(power)=.8로 했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각 군당 21명이었다. 실험 중 중간 탈락자를 고려하

여 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으로 사전 자료 수집을 하였

다. 실험 중 실험군 4명, 대조군 5명은 개인사정으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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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거부의사를 나타내 최종 분석대상자는 실험군 21

명, 대조군 20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아로마 자가마사지

본 연구에서 아로마 자가마사지에 사용한 오일의 구성

은 라벤더, 스위트오렌지, 만다린, 로즈우드, 버가못을 캐

리어 오일인 호호바 오일 100㎖에 2%로 희석한 것으로 대

상자가 샤워나 목욕 후 관자놀이, 귀 뒤, 목 부위, 손목 및 

팔 관절, 다리 및 관절 등에 쓰다듬기(effleurage), 문지르기

(friction), 주무르기(petrissage) 등의 동작을 약 10분 정도 

마사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Kroenke, Spitzer, and Williams (2001)가 개발

한 우울증 선별도구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

로 우울증을 선별하고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가 

보고식 검사이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Ⅳ) 주요 우울

장애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최근 2주 동안 얼마나 이러한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를 알

아본다.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수일 정도’, ‘1주일 이상’, 

‘거의 매일’의 4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의 범위는 0∼27점으

로 구성되어 있다. 0점∼4점 사이를 ‘우울증이 아님’, 5점∼9

점 사이를 ‘가벼운 우울증’, 10점∼19점 사이를 ‘중간 정도 우

울증’, 20점∼27점 사이를 ‘심한 우울증’으로 구분하며(Park et 

al., 2010),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신뢰도(Cronbach’s α=.81)와 타당도가 입

증된 한글판 PHQ-9를 사용하였다(Park et al., 2010). 본 연구에

서는 신뢰도 Cronbach’s α=.72로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이란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을 측정하는 것

(Diner et al., 1985)으로 본 연구에서는 Dinner et al. (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이은경이 번안한 한국판 도구(Lee & Lee, 2005)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

며, 이은경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였다.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84로 나타났다.

4. 연구진행

1)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선택  혼합

우울한 대학생의 우울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위

하여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아로마테라피스트 전문강사와 

협의하였고, 선행논문(Chang, 2008; Seo & Chang, 2009)을 

참고로 하여 선정하였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비슷

한 효과를 가지는 여러 오일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에센셜 

오일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더욱 효과적이며(Seo & Chang, 

2009), 마사지법을 적용할 때 에센셜 오일 원액 그대로 사

용을 금하며 반드시 캐리어 오일인 식물성 오일에 1∼3%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Kwon et al., 2007). 이에 본 연구

자는 화학적 주성분이 리나롤과 리나릴 아세테이트로 항

우울 작용에 효과적인 에센셜 오일인 라벤더, 로즈우드, 버

가못을 선택하였다(Shirley & Len, 2002). 또한 기분고취로 

행복감 즉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자 스위트오렌지와 만다

린를 포함시켰으며, 캐리어 오일인 호호바 오일은 왁스 에

스테르 화합물로 구성되어 오일의 부패 가능성이 거의 없

고 건성, 지성, 민감성 등 모든 유형의 피부에 적합하며 피

부 연화제로써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효능이 있다(Kwon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 등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된 라벤더 12드롭, 스위트오렌지 22드롭, 만다린 

4드롭, 로즈우드 1드롭, 버가못 1드롭을 캐리어 오일인 호

호바 오일 100㎖에 2%로 희석한 것으로 아로마 자가마사

지를 실시하였다. 

2) 실험처치

(1) 실험군

본 연구자는 실험처치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아로마 파

운데이션코스 NAHA Level 1 과정을 이수하였다. 처치방

법은 아로마테라피스트 전문강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실

시하였으며, 아로마 자가마사지의 횟수와 기간을 결정하

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

에게 주 3회, 2주간 총 6회 격일로 적용하여(Davis, 1997; 

Seo & Chang, 2009) 우울에 효과가 있었다고 한 연구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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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주 3회, 2주간 총 6회 실시하였다. 

또한 마사지 시간은 10분간 시행하였을 때 우울에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Chang, 2008; Seo & Chang, 2009)에 근

거하여, 소요시간을 10분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아로마 에

센셜 오일의 흡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피부 수막 발생 및 

혈행을 자극하면 흡수가 높아진다고 하여(Kwon et al., 

2007), 목욕이나 샤워 후 아로마 자가마사지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주 3회, 2주간 격일로 총 6회, 각 10분

씩 자신이 직접 마사지를 진행하도록 자가마사지법을 교

육하였으며 주 1회 전화를 하여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격려

하였다. 

구체적인 아로마 자가마사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➀ 저녁에 목욕이나 샤워를 한 후 수건으로 적당히 물기

를 닦는다.

➁ 제공된 아로마 오일을 적당량 손에 덜어 검지와 중지

를 이용하여 관자놀이 10회 정도 회전하듯이 문지른 

후 1회 지긋이 눌러준다.

➂ 귀 뒤 및 목 부위에 양손을 이용하여 10회 정도 회전

하듯이 문지르기를 적용한다.

➃ 손목, 팔, 관절을 주무르기 및 문지르기를 3회 정도 

적용한다.

➄ 다리, 무릎관절에 주무르기 및 문지르기를 3회 정도 

적용한다.

➅ 양쪽 팔을 엇갈리게 양손으로 감싸 안고 쓰다듬기를 

적용한다.

➆ 주의할 점으로 대상자에게 향이 있는 물건이나 향수

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고, 그 외의 다른 처

치는 하지 않았다.

(2) 대조군

대조군에게는 호호바 오일을 제공하였으며, 주 1회 전화

를 하여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격려하였다. 또한 자가마사

지 방법 및 주의할 점은 실험군과 동일하게 교육하였다.

5. 윤리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서의 승인(IRB_2013_2.)을 

받았다.

6.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 조사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 목적과 진행절차를 설명한 후, 연

구 참여에 서면동의를 받았다. 실험처치 전 실험군과 대조

군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료 수집

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사전검사 후 대상자에게 아로마 자가마사지 방법 및 주

의할 점을 교육하였다. 실험군은 주 3회, 2주간 격일로 총 

6회 각 10분씩 아로마 오일로 자가마사지를 시행하였다. 

대조군은 캐리어 오일인 호호바 오일로 시행하였다. 

2) 사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전조사와 동일한 측정도구로 우

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중재가 끝난 후 대조군에게 

실험군과 동일한 아로마 오일을 제공하여 윤리적 공정성

을 고려하였다.

7.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X2-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고, 두 집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 점수의 전후차이에 대한 집단간 비교는 

independent t-test로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동질성 검증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실험군 여자 15명(71%), 대조

군 여자 14명(70%)이었다. 월 평균 용돈은 11만원에서 30

만원이 실험군 13명(62%), 대조군 12명(60%)이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은 대부분 주 8∼14시간으로 실험

군 14명(67%), 대조군 13명(65%)이었다. 거주형태는 실험

군 9명(43%), 대조군 7명(35%)이 기숙사에 거주하였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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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실험군 14명(67%), 대조군 9명(45%)은 종교가 없었

다. 주관적 건강은 실험군 14명(67%), 대조군 10명(50%)이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흡연은 실험군 19명(91%), 대조군 

18명(90%)이 하지 않고 있었다. 음주는 대부분 월 2∼4회

로 실험군 15명(71.4%), 대조군 14명(70%)이 하였고, 운동

은 실험군이 17명(81.0%), 대조군이 13명(65%)이 하지 않

았다. 수면시간은 실험군 15명(71%), 대조군 11명(55%)이 

일일 6∼7시간이었고, 식사는 실험군 14명(67%), 대조군 

12명(60%)이 규칙적으로 하였으며, 현재질환의 여부에서 

실험군 16명(76%), 대조군 17명(85%)이 질환이 없었다. 실

험 전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X2 p-value
Mean(SD) or n(%) Mean(SD) or n(%)

Gender
Male 6(28.6) 6(30.0) .010 .920

Female 15(71.4) 14(70.0)

Allowance

≤100,000 won 6(28.6) 6(30.0) .016 .992

11-300,000 won 13(61.9) 12(60)

31-500,000 won 2(9.5) 2(10)

Part - time job/weekly

no 4(19.0) 1(5.0) 4.949 .293

≤3hrs 0(0) 1(5.0)

4-7hrs 2(9.5) 1(5.0)

8-14hrs 14(66.7) 13(65.0)

≥15hrs 1(4.8) 4(20.0)

Residential type

with parent 4(19.0) 5(25.0) .337 .953

living alone /lodging 5(23.8) 5(25.0)

with a friend /lodging 3(14.3) 3(15.0)

dormitory 9(42.9) 7(35.0)

Religion
yes 7(33.3) 11(55.0) 1.953 .162

no 14(66.7) 9(45.0)

Subjective health

Well 6(28.6) 7(35.0) 1.720 .423

Moderate 14(66.7) 10(50.0)

Bad 1(4.8) 3(15.0)

Smoking
no 19(90.5) 18(90.0) .003 .959

yes 2(9.5) 2(10.0)

Drinking

no 4(19.0) 1(5.0) 3.098 .212

two or four times/M 15(71.4) 14(70.0)

two or three times/W 2(9.5) 5(25.0)

Exercise
yes 4(19.0) 7(7(35.0) 1.328 .249

no 17(81.0) 13(65.0)

Sleep

4-5hours 2(9.5) 6(40.0) 2.735 .255

6-7hours 15(71.4) 11(55.0)

8-9hours 4(19.0) 3(15.0)

Meal
regular 14(66.7) 12(60.0) .196 .658

irregular 7(33.3) 8(40.0)

Disease
not have 16(76.2) 17(85.0) .506 .477

have 5(23.8) 3(15.0)



아로마 자가마사지가 우울한 학생의 우울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  69

2. 종속변수에 한 동질성 검증

사전조사에서 우울점수는 실험군이 6.62점, 대조군은 

7.00점이었고(p=.687), 삶의 만족도는 실험군이 18.67점, 대

조군은 21.75점으로(p=.060) 두 집단의 동질성 검증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the research variables

Variables
Exp.(n=21) Cont.(n=20)

independent-t p-value
Mean(SD) Mean(SD)

Depression 6.62(2.67) 7.00(3.32) -.41 .687

Satisfaction with Life 18.67(4.82) 21.75(5.38) -1.94 .060

Note: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3. 아로마 자가마사지가 우울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

1) 가설1

‘아로마 자가마사지를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실험처치 후 우울점수

는 실험군은 실험 전 6.62점에서 실험 후 3.29점으로 3.33점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실험전 7.00점에서 6.05점으로 0.95점 

감소하였고 두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82, p=.000).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3>.

2) 가설2

‘아로마 자가마사지를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삶

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실험처치 후 삶

의 만족도는 실험군은 실험 전 18.67점에서 실험 후 21.00

점으로 2.33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실험전 21.75점에서 

22.95점으로 1.20점 증가하였으나 두 집단 사이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0.83, p=.412).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받

지 못했다<Table 3>.

<Table 3> An analytical result on the effect caused by self-aromatherapy massage on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value
Mean(SD) Mean(SD) Mean(SD)

Depression
Exp(n=21) 6.62(2.68) 3.29(2.57) -3.33(1.35)

-4.82 .000
Cont(n=20) 7.00(3.32) 6.05(2.92) -0.95(1.79)

Satisfaction with Life 
Exp(n=21) 18.67(4.82) 21.00(4.82) 2.33(4.65)

0.83 .412
Control(n=20) 21.75(5.38) 22.95(4.89) 1.20(4.06)

Note: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Ⅳ. 논의

본 연구는 아로마 자가마사지 중재가 우울한 대학생의 

우울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유

사 실험연구이다. 실험군에게 아로마 오일을 제공하여 자

가마사지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캐리어 오

일인 호호바 오일을 제공하여 자가마사지를 하게 한 후 우

울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우울한 대학생

의 건강증진에 실용적인 중재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우울점수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우울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로마 요

법을 적용하여 우울의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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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제한점은 있으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가정에

서 베개속에 단일 에센셜 오일 100% 라벤더 향을 1주간 적

용한 연구에서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Lee & 

Lee, 2006),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라벤더, 마조람, 유칼립

투스, 로즈마리, 페퍼민트를 아몬드오일, 아프리코트 오일, 

호호바 오일을 혼합한 캐리어 오일에 1.5%로 희석한 오일

을 4주간 아침, 저녁으로 대상자가 직접 가정에서 병소에 

1∼2분간 가볍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도 우

울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Kim et al., 2005). 또한 버가

못, 라벤더, 프랑킨센스를 캐리어 오일인 스위트아몬드에 

1.5% 희석하여 말기암 환자에게 손마사지(Chang, 2008)를 

적용한 연구에서도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

였으며, 가벼운 우울환자 5명을 대상으로 스위트오렌지, 제

라늄, 바질을 4주 동안, 주 2회, 30분 마사지를 적용한 연구

에서도 우울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Okamoto et al., 

2005).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상자와 적용방

법, 에센셜 오일이 일치하지 않아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항우울 성분을 함유한 에센셜 오일

을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적용하여 우울을 호전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 아로마 요법이 우울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는 일치되는 연구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아로마 자가마사지를 적용한 실험군의 점

수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보인 이유는 항

우울 효능을 가진 리나놀, 리나릴 아세테이트가 화학적 주

성분인 라벤더, 로즈우드, 버가못의 에센셜 오일과 기분을 

고취시키는 효능을 가진 오렌지스위트, 만다린을 포함하

였기 때문이며, 또한 피부에 수막 및 혈행 자극으로 에센

셜 오일의 흡수를 높이기 위하여 목욕이나 샤워를 한 후 

오일 마사지를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마사

지 방법으로는 관자놀이, 귀 뒤, 목, 관절, 손목 등 전신에 

적용하도록 하여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자극하고 면역기

관을 자극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마사지

를 하는 동안 향성분이 흡입이 되어 정서안정에 긍정적으

로 영향을 주어 우울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아로마 향이 너무 좋아 기

분이 좋아졌다.”, “향이 좋아 이불을 포근히 덮고 잠을 자

는데 좋았다.”, “풀냄새가 나는 듯하여 기분이 상쾌했다.” 

등의 표현을 하였다. 또한 아로마 자가마사지를 진행하는 

중간에 전화면담으로 지지를 해주었던 것도 우울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는 업무 

중 우울한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과정에서 건강증진을 위

한 프로그램 진행시 기관에 방문하여 참여하겠는지 물어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잠을 못자 낮에는 참여하기가 어

렵다.”, “별로 관심이 없다.”, “피곤해서” 등 무관심과 무기

력을 보이고, 피로감, 수면시간의 변화, 우울감, 신체적 어

려움을 호소(Lee et al., 2013)하면서 참여하기를 어려워하

는 것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한 대학생

들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가정에서 아로마 자가

마사지를 적용토록 한 것이 우울한 대학생들에게 접근성

이 용이한 효율적인 간호중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아로마 자가마사지를 적용한 중재에서 우

울의 완화는 있었으나, 삶의 만족도는 실험군과 대조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Kwon et al. (2007) 등의 문헌을 보면 아로마 오일을 병

행한 마사지법은 행복감 즉 삶의 만족도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

구와 동일한 중재를 제시한 연구결과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어 비교에 제한점이 있으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4주

간 아침, 저녁으로 대상자가 직접 가정에서 병소에 1∼2분

간 가볍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적용한 아로마 요법 연구에

서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보고(Kim et al., 

2005)와는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 

중 기분고취로 행복감 즉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자 스위트

오렌지와 만다린을 선택하였고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우울(Cho & Moon, 2012)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

우울 작용에 효과적인 에센셜 오일인 라벤더, 로즈우드, 버

가못을(Shirley & Len, 2002) 2주간, 총 6회 진행하였지만 

정서적 만족감인 삶의 만족을 높이기에는 2주라는 기간으

로는 정서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기간을 연장하여 추후 반복 연구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우울한 대학생에게 중재한 아로

마 자가마사지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삶

의 만족을 상승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에서 적용한 아로마 요법은 향에 긍정적으로 민감성을 보

이는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자가

마사지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중재로 

여겨진다. 특히 대학 현장에서 우울한 학생을 대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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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프로그램 진행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매우 낮

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아로마 자가마사지는 우울한 대학

생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

는 접근성이 용이한 효율적인 간호중재로 우울한 대학생

의 건강한 삶의 증진을 위한 중재로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아로마 자가마사지가 우울한 대학생의 우울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비동

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하였다. 연구결과 우울감소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삶의 만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우울한 대학생의 우울을 완화하는 방

안으로 아로마 자가마사지의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은 

우울한 대학생의 건강한 삶의 증진에 매우 실용적인 중재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어 일반화하

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대상자의 우울점수를 가벼운 우울, 중간 우울, 심

한 우울 등으로 세분화하여 아로마 자가마사지를 적용한 

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아로마 자가마사지를 

장기간 적용하면서 시간경과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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