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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Analysis about Effect of Aromatherapy on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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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aromatherapy on stress using meta-analysis. 
Methods: Meta-analysis was done with 21 published studies, an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AS 9.1 program. 
Results: Fifty eight effect size was estimated with data from 21 published studies. Overall mean effect size (ES), 
and mean effect size of dependence variables according to the type of intervention and subject and according to 
the total amount of time spent in aromatherapy were estimated. Overall mean effect size of the effects of 
aromatherapy was .593, and the subjective stress (.983) was most effective in the physiological faculty, followed 
by mean effect size of cortisol (.648) and pulse (.40). On the other hand, mean effect size of systolic blood pressure 
(.490) was moderate, and that of diastolic blood pressure (.401) was not large. Mean effect size of elderly (.706) 
cancer patients was considerable(.337).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ubjects. With regards 
to the types of aromatherapy, the effect size of aroma massage combined with inhalation therapy was .590,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intervention methods. With regards to the time of intervention, 
20∼30 minutes spent in aromatherapy was .730,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imes 
of interven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 size and intervention frequency was r=.349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aromatherapy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reduce 
stress for subjects. Nursing intervention protocol by using aromatherapy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in clinical 
and community settings. Further studies on the effects of aromatherapy on stress should be done by using 
meta-analysis.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08;11:18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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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스트 스가 발생하면 심리 인 불안정이 래되고 이

로 인해 신체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의 교

감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압상승, 긴장감 고조

와 함께 수면장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결과

으로 호르몬과 면역기능의 하를 가져오게 되고 스

트 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스트 스 질환이 유발되고 

삶의 질이 하되므로 스트 스를 방하거나 그 정도

를 감소시키기 한 리는 요하다. 

  스트 스 리를 해 이완요법, 인지  행동요법, 

일상생활 리요법, 보완 체요법과 한의학요법 등이 

용되고 있는데
6), 최근 임상에서는 스트 스 리를 

한 재  상자의 총체 인 간호  인 인 

근이 가능한 보완 체요법  하나인 향기요법에 한 

심을 가지고 있다.
4) 

  향기요법은 다양한 천연식물로부터 추출한 아로마오

일의 특성을 이용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려

는 일련의 요법으로
8) 일반화학약품에 비해 몸에 축

되지 않고, 호흡기나 간과 신장 체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장 이 있어 비교  안 하고 효과 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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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요법의 재방법에는 흡입법, 마사지법과 목욕법 

그리고 습포법 등이 있는데, 흡입을 통해 폐로 흡수된 

아로마오일 분자는 액순환을 통해 몸의 각 부분으로 

빠르게 달되어 모세 을 거쳐 세포내로 확산되게 

되고, 마사지를 통해 피부에 도포된 아로마오일 입자는 

피부세포로 침투하여 모세 과 림 순환을 통해서 

신 인 작용을 하게 된다. 이 게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된 아로마오일 입자는 뇌의 변연계까지 

달되어 인간의 감정과 생리기능을 장하는 추신경

계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어 자율신경계, 내분비

계, 면역계를 조 하여 신체  질병과 증상에 치료  

향을 미친다.
5,11)

 이러한 작용으로 인한 향기요법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조화를 도모하여 신경조

직을 평온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 여러 원인에 의한 스

트 스에 한 역치를 높여주어 각종 심인증과 심

계에 작용하여 압을 낮추거나 높여주고
10), 심신의 이

완, 스트 스 반응감소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효과

가 탁월하다.
1,3)

  한 향기요법은 뇌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비

침습 인 방법으로 근성이 용이하여 사용이 편리하

며
1),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효과

가 신속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 최근 임상에서 리 

사용되면서
7) 스트 스 리를 한 향기요법에 한 

효과 검정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효과가 있는지에 

한 김
2)의 논문분석에 의하면 52.3%는 향기요법이 스트

스 재에 효과가 있었고, 47.7%에서는 향기요법이 

스트 스 재에 한 효과가 없어 상반된 결과가 나타

났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

치는 효과에 해 일치된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운 실정으로 연구결과를 보

다 객 인 에서 통합 용하기 해서는 메타분

석을 통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스트 스

에 한 향기요법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상으로 향

기요법이 스트 스에 효과가 있는지를 메타분석방법론

을 이용하여 체계 이고 객 으로 비교 분석하여 종

합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치는 효과에 

한 국내논문을 메타분석 한 서술연구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의 분석 논문으로 선정된 상논문의 수는 총 

21편이었으며, 상논문의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1) 2000년 1월에서 2008년 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

  2) 조군을 두고서 향기요법을 실험처치로 하여 스

트 스에 한 효과를 확인한 실험연구

  3) 실험군과 조군 각각의 상자가 10명 이상인 논

문

  4)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통계수치

(평균, 표 편차)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논문

3. 자료 수집 

  분석 상 논문 수집은 2000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

지 국내에서 실시된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치는 효

과에 한 연구논문을 찾기 하여 국회 자도서 , 학

술연구정보원, 보건연구정보센터, 국립 앙도서 에서 

키워드를 ‘향요법’, ‘향기요법’, ‘아로마테라피’, ‘스트

스’로 하여 1차 인 검색을 실시하 다. 1차에서 검색

된 논문을 상으로 상향추 법을 이용하여 총 45편의 

논문을 수집하 다. 이  연구설계가 부 하거나 

조군이 없는 원시 실험연구 16편, 복 게재된 논문 8

편을 제외하여 최종 21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학 논

문으로서 학술지에 복 게재된 논문은 학  논문만을 

인정하 다. 

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AS 9.1/PC를 이용하 으며, 효과크기에 

한 통계  유의성  95%신뢰구간을 산출하 다. 분

석 논문의 일반  특성은 기술  통계방법을 사용하

고, 종속변수의 각 지표들에 한 각각의 효과크기(d)를 

구하 다.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해서는 Cohen
12)
의 효

과크기 산출법을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후검사 평균차이를 평균화된 표 편차로 나 어 도출

하 다. 효과크기의 방향은 재효과 결과를 나타내는

데, 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재효과가 클 경우는 양

(＋)이고, 실험군에 비해 조군의 재효과가 클 경우

에는 음( )으로 하 다. 

  각 연구의 지표별 효과크기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하여 검정통계량 Q값과 유의확률을 확인하 다. 동질

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Turkey의 hinge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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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치를 교정하 는데, 이는 Turkey의 hinge 방법이 정

교하게 이상치를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각 연구의 평균효과크기( )는 역분산가 법을 이용하

여 산출하 으며, 메타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

여 Nfs를 구하 다. Nfs는 종합 인 효과가 일반 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과연 몇 편의 

연구가 추가됨으로써 반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겠는가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서 메타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 이다. Nfs를 산

출하기 하여는 분석 상인 총 k편 연구의 평균효과크

기가 라고 할 때, 추가되는 Nfs편의 숨겨진 연구들의 

효과크기는 모두 0이며, 추가되는 연구로 인해 총 K＋

Nfs편의 평균효과크기는 최소의 값 dc로 낮아진다는 가

정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dc를 .2로 결정하 다. 

Nfs가 큰 경우 숨겨진 연구편수가 이와 같이 많을 수가 

없으므로 메타분석으로 밝 진 종합된 효과가 결코 허

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분석 상 논문의 특성에 따른 효과크기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하여 ANOVA와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

하 다. 

  효과크기 정도는 Cohen
12)의 기 을 사용하 으며, 효

과크기가 .8 이상이면 ‘큰 효과’, .5∼.8의 효과크기는 

‘보통 효과’, .2∼.5 사이의 효과크기는 ‘ 은 효과’로 해

석하 다. 

결      과

1. 분석논문의 일반  특성

  분석 상 총 21편의 논문에서 재 종류로 향기 흡입

요법을 사용한 연구 10편, 향기 마사지요법 8편, 도포법 

1편, 흡입요법과 마사지나 족욕을 병행한 논문은 2편이

었다. 향기요법의 1회 재시간은 3분에서 1,440분까지, 

실시 횟수는 1회에서 30회로 다양하 으며, 재 총 실

시시간은 5분에서 10,080분의 범 이었다. 상자는 신

생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으나, 정상인을 

상으로 한 연구가 13편,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8편으로 정상인을 상으로 한 연구가 더 많았다(표 1). 

2.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치는 효과

  1)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치는 체 효과 크기: 분석

상 21편의 논문에서 총 58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고,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치는 체 효과크기는 .593으

로 나타나 Cohen
12)
에 의하면 효과크기가 보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과크기에 한 신뢰구간은 .511, .674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동질성이 확인되었다(Q=26.492, 

P=.999)(표 2). 

  2)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치는 지표별 효과 크기: 향

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생리 인 지표와 심리 인 지표를 사용하 는데, 생리

인 지표를 사용한 경우가 62.1%로 많았으며, 심리

인 지표를 사용한 경우는 37.9% 다. 그러나 향기요법

의 효과에서는 생리 인 지표를 이용하여 검증하 을 

때(=.897, Q=20.137, P=.512)보다 심리 인 지표를 이

용하여 검정한 경우에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474, Q=7.817, P=.1.000).

  생리  지표는 코티졸, 수축기 압, 이완기 압, 맥

박, 에피네피린 등을 측정하 고, 심리 인 지표로는 

주  스트 스, 불안 등을 측정하 다. 각 연구의 지

표별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코티졸과 맥박에 한 평균 

효과크기는 각각 =.648, =.515로서 보통의 효과크기

로 나타났고, Nfs도 각각 18편, 10편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수축기 압(=.490), 이완기 압(=.401), 에피네

피린(=.334)에서는 작은 효과크기를 보 다. 향기요법

이 심리  지표인 주 인 스트 스에 미치는 효과에 

해서는 평균효과크기 =.983으로 나타나 큰 효과크

기를 보 으며, Nfs는 59편이었다. 향기요법이 불안지표

로 측정한 스트 스에 효과가 있는지에 해 검증한 연

구는 4편이었으나 turkey hinge로 이상치가 교정되지 않

아 동질하지 않은 1편을 제거한 뒤 동질성을 확보

(Q=.641, P=.726)하여 평균효과크기를 구하 다. 불안

에 한 효과크기 =.353으로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

다(표 2). 

3. 분석 상 논문의 특성에 따른 효과 

  1) 상자에 따른 효과 크기: 연구 상자 집단이 효과

크기에 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집단간 유의

한 차가 나타났는데(F=2.271, P=.043), 노인에게 용한 

경우 평균효과크기 =.706으로 가장 높았고, 암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33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 

  2) 재방법에 따른 효과 크기: 향기요법 재방법으로

는 흡입요법(48.3%)과 마사지요법(46.6%)이 주로 이루어

졌으며, 재종류에 따른 평균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마

사지와 흡입요법을 병행한 경우 =.5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재방법에 따른 통계  유의한 차는 없었

다(F=.495, P=.687)(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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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논문의 일반  특성.

연구
번호

상자
표본수

실험/ 조군 
재

방법
회수
분×회

총시간(분) 종속변수 측정도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간호사

학생
학생

년여성
학생

고 압 환자

암환자

입원 노인

시설노인

산모
간호사

간호사

뇌졸  환자

간호사
액투석 환자

뇌졸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

신생아

여고생
년여성

산모

20/20

20/20 
22/22

28/29
39/38
19/18

16/14

27/16

26/25

24/24
24/21

24/21

14/13

26/26
25/25
12/10

37/37

12/13

23/37
20/20
23/23

마사지

마사지
도포

흡입
흡입
흡입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흡입＋마사지
흡입

마사지

흡입＋족욕

흡입
흡입
마사지

흡입

흡입

흡입
흡입
마사지

  20×6 

  15×8
   5×9

  60×12
 120×10
   5×12

  10×3

  10×6

  40×10

  10×3
   5×14

  20×1

  20×6

   5×21
   3×7
  10×14

  40×10

  60×7

 120×30
1,440×7
   5×1

120 

120
45

720
1,200

60

30

60

400

30
70

20

120

125
21

140

400

420

3,600
10,080

5

스트 스
코티졸, Ig A
스트 스
SBP, DBP, P, 코티졸
생활스트 스
스트 스
스트 스
코티졸, 
에피/노에피네피린
스트 스
상태불안 
SBP, DBP, P, 피부온도
상태불안
불안, 우울
SBP, DBP, P, 
코티졸, Ig A
스트 스
SBP, DBP, P
코티졸, 우울
에피/노에피네피린
스트 스 
직무스트 스
SBP, DBP, P
스트 스, 코티졸
스트 스

스트 스
스트 스
스트 스

스트 스

에피네피린, 체온
코티졸, 심박동수
호흡 
스트 스
스트 스
코티졸, SBP, DBP

VAS

워싱톤 간호 학 도구
겸구의 도구

박순 의 도구
최(2000)의 도구
VAS
Spielgerger의 도구

Spielgerger의 도구

Zung, Spielgerger의 도구

박순 의 도구
Sheikh&Yesavage의 도구

VAS, 박순 의 도구
홍복화의 도구
VAS

Newman의 도구를 김경선이
수정보완한 도구

박순 의 도구
박순 의 도구
Newman 의 도구를 박원경이 
 수정보완한 도구

한 방의학학회의 PWI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

배종면의 도구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 pulse, Ig A: Immunoglobulin A, VAS: Visual analog scale, PWI: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3) 1회 재시간에 따른 효과 크기: 1회 재시간은 최소 

3분에서 최  1,440분으로 매우 다양하게 실시되었으며. 

1회 재시간이 20∼30분인 경우 효과크기 =.730으로 

가장 크게 났으나, 재시간에 따른 통계 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F=1.215, P=.313)(표 5). 

  4) 재 회기 수와 효과 크기: 재 회기 수는 1회에서 

30회까지 다양하 으며, 재 회기 수와 효과 크기와의 

계는 r=.349로 분석되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7)(표 6). 

고      찰

  본 연구결과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치는 체 효

과크기는 .593으로 보통효과크기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향기요법이 스트 스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제

시할 수 있게 되었음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사용된 지표별 효과에서는 생리  지표(=.47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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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방법에 따른 효과크기.

사례수(%)
평균효과

크기
표 편차 F P

흡입요법
마사지요법
마사지＋흡입요법
흡입요법＋족욕

28 (48.3)
27 (46.6)
 2 (3.4)
 1 (1.7)

.587

.583

.590

.318

.200

.236

.155
ㆍ

.495 .687

계 58 (100)

* 재방법간의 평균차는 ANOVA.

표 3. 상자에 따른 효과크기.

사례수(%)
평균효과

크기
표 편차 F P

간호사
년여성

학생
산모
만성질환자
암환자
노인
신생아

11 
 1
 9
 5
10
 5
12
 5

.612

.680

.629

.543

.551

.337

.706

.446

.258
ㆍ

.207

.150

.213

.028

.200

.103

2.271 .043

계 58 (100)  

*집단간의 평균차는 ANOVA.

표 5. 1회 재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사례수 
평균효과

크기
 표 편차 F P

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 이상

32
10
 6
10

.578

.532

.730

.549

.210

.250

.209

.184
1.215 .313

58

*1회 재시간 간의 평균차는 ANOVA.

표 6. 재회기 수와 효과크기와의 상 계.

 효과크기 P

재회기 수 .349 .007

*Person's correlation.

표 2.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치는 효과.

종속변수 N (%)    (se) Q (p) 95% 신뢰구간 Fail-safe (Nfs) 

생리  지표 코티졸
수축기 압
이완기 압
맥박
에피네피린
노에피네피린
Ig A
체온
호흡
피부온도

 8
 6
 6
 6
 3
 2
 2
 1
 1
 1

  .648 (.115)
  .490 (.129)
  .401 (.128)
  .515 (.133)
  .334 (.193)
  .557 (.221) 
  .931 (.249)
  .532
  .384

.083

11.086 (.134)
 6.050 (.301)
 3.940 (.558)
 2.727 (.742)
 1.055 (.590)

(.422, .874)
(.237, .743)
(.149, .652)
(.253, .775)
( .043, .711)

 17.9
  8.7
  6.0
  9.5
  2.0

소계 36 (62.1)   .474 (.054)  7.817 (1.000) (.368, .580)  49.3

심리  지표 주 스트 스
불안
직무스트 스
생활스트 스 
우울

15
 4 (3)
 1
 1
 1

  .983 (.080)
  .353 (.168)
  .789
 1.766
 2.187

13.568 (.482)
  .641 (.726)

(.827, 1.139)
(.023, .683)

 58.7
  2.3

 소계 22 (37.9)   .897 (.065) 20.137 (.512) (.768, .026)  30.7

 총계 58   .593 (.041) 26.492 (.999) (.511, .674) 113.97

*효과분석은 종속변수 3건 이상인 연구만을 산출하 으며, 
†평균효과크기는 역분산가 법으로 산출하 음, ‡불안에 한 동질성 

검증은 Turkey hinge 방법으로 이상치가 교정되지 않아 동질하지 않은 연구 1편을 제외하고 3편만을 분석하 음.

다는 심리  지표(=.879)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는데, 지표별 효과크기는 다음과 같다. 

  코티졸을 지표로 측정한 연구의 평균 효과크기는 .648

으로 보통 효과를 나타내었다. 코티졸은 인체가 스트

스를 인지하면 스트 스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조 하

기 하여 분비가 증가되는데
13), 코티졸의 장기  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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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역기능을 억제시켜 회복능력을 지연시키거나 질

환의 감수성이 증가되므로
15)

, 코티졸을 감소시키기 

한 재로서 향기요법 재를 용하는 것은 효과 이

라 사료된다.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 맥박의 효과크기가 각각 
=.490과 =.401, =.40으로 나타나 맥박에는 보통정

도의 효과크기 으나,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에서

는 은 효과크기를 나타내어, 향기요법이 맥박을 감소

시키는 데는 다소 효과가 있겠으나, 수축기 압이나 

이완기 압을 감소시키는 데는 재효과가 크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한 향기요법이 상자의 에피네피린을 감소시켜 

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한 분석결과 재

효과가 크지 않았다(=.334).

  심리  지표인 주  스트 스의 효과크기는 .983으

로 큰 효과가 나타나, 향기요법이 상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주 인 스트 스에 한 재효과가 컸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불안에 한 효과크기는 다소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치는 효과 검증에

서 생리 인 지표보다 심리 인 지표부분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향기요법은 직 으로 스트 스를 

해소시키는 힘은 크지 않지만 그것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밝고 정 인 사고방식을 갖게 함으로써 모든 스

트 스에서 해방되려는 용기를 갖게 해주는 원 인 

힘을 만들어 다는 강
1)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 상자별 재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노인 집

단의 =.706으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암환

자와 신생아 집단에서는 .337과 .446으로 낮은 효과를 

나타내 재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신생아에게서는 향기요법을 용한 경우의 효과가 

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향기요법이 생리 인 변수를 

측정하여 사용하여 효과를 측정했을 때보다 심리 인 

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다소 높게 나온 것을 감

안해 볼 때 신생아의 경우에서는 모두 생리 인 변수만

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로 단된다. 다른 상자 군

에서는 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 으며, 환자군 집단

보다는 오히려 정상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소 효

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기요법은 치료  재가 요

구되는 환자에게서 보다 건강한 상자들에게서 질병

방과 건강증진을 한 향기요법 용이 권장된다고 

할 수 있겠다. 

  재종류에 따른 평균효과크기에서는 마사지요법과 

흡입요법을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서 가장 효과크기

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로마오일의 향기요법에 

한 효과에 마사지를 통한  효과의 상승효과로 인한 

것이라 단되어진다. 향기요법을 용해서 가벼운 마

사지를 시행하게 되면 간호제공자와 상자간에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상자들을 쉽게 이완시킬 수 있으므

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향기요법 재 

로그램을 개발 시 마사지가 고려된 향기요법 재개

발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재시간에 따른 효과크기의 상 계는 1회 재시

간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재시간이 20∼30분 경우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

로 볼 때 추후 향기요법의 재 개발 시 1회 재시간

은 20∼30분이 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재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r=.349, P=.007), 재 빈도가 많을수록 효과크기가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향기요법은 상자의 스트 스를 감소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 스 리를 

한 향기요법 재 로토콜 개발과 그 실제 용에 

한 근거 심의 기반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재 

로토콜 개발 시 본 연구에서 상자별로 효과크기의 정

도 차이가 컸던 을 고려하여 상자들의 개별 인 특

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재시간에 

한 표 화 된 로토콜이 제시되지 않아 연구자마다

의 재시간이 다양하 고, 재시간에 한 효과크기

는 재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는 없었으나 재 빈도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난 을 고려하여 증상별, 

상자별에 한 표 화된 로토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상논문이 다소 어, 상자와 

재방법별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 으로 효

과크기를 산출하 으나, 추후 연구가 축 됨에 따라 

상자와 재방법에 따른 좀 더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본 연구에서는 향기요법에 한 재 

직후의 단기효과만 측정하 으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장기효과에 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요      약

  목 : 본 연구의 목 은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치

는 효과에 하여 메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결과

의 정도를 종합, 분석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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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2000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루어진 연구

를 상으로 하여 국내 학 논문과 주요 학술지를 심

으로 추출하 으며,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치는 효

과를 연구한 45편의 논문  분석 상 기 에 합한 

논문 21편을 상으로 하 으며, 자료분석은 통계 로

그램인 SAS 9.1/PC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결과: 최종 선정된 21편의 연구물로부터 58개의 효과

크기가 산출되었으며, 58개의 효과크기를 바탕으로 

체 효과, 종속변수의 지표별 효과, 연구 상  재 방

법에 한 효과, 재시간에 따른 효과를 산출하 다. 

향기요법이 스트 스에 미치는 체 효과크기는 .593으

로 보통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스트 스의 지표별 효과

크기는 생리  지표에서 보다 심리  지표에서 훨씬 큰 

효과를 보 으며, 심리  스트 스에서는 주  스트

스에 효과가 가장 컸고(=.983), 생리  스트 스에

서는 코티졸(=.648)과 맥박(=.515)에서는 간정도의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나, 수축기 압(=.490)과 이완기 

압(=.401), 에피네피린(=.334)에서는 재효과가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별 효과에서는 노인집단에

서 .706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었고, 암환자(  = 

.337)에게 가장 작은 효과로 나타나 집단간 유의한 차를 

보 다(F=2.271, P=.043). 재방법에 해서는 향기요

법과 마사지요법을 병행한 경우(=.590) 가장 큰 효과

로 나타났으나 재시간별 효과크기의 차는 없었다

(F=.495, P=.687). 재시간에 해서는 20∼30분의 

재를 한 경우 .7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역시 통

계  유의한 차는 없었고, 재 회기 수와 효과크기와

의 상 계는 r=.349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

를 보 다(P=.007). 

  결론: 본 연구 결과 향기요법은 상자의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기

요법을 이용한 간호 재 로토콜의 개발과 그 실제 

용이 요구된다할 수 있겠으며, 로토콜 개발 시 상

자의 특성과 재 시간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심단어: 향기요법, 스트 스,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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