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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성인들의 두통 유병률은 경기도 안산시 시민을 상

으로 한 조사 연구에서 58.3%로 보고되어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두통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Seo et al., 2002) 

두통이반복되면교감신경계를활성화되고, 불안이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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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romatherapy on headache, anxiety, and serum
cortisol level in middle-aged women with recurrent headaches. Methods: Nineteen patients in the intervention group
and 21 in the control group participated in the exercise. They were randomly selected volunteers whose average head-
ache score over 6 months with above 4 points on the visual analogue scale (VAS).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aromatherapy for 5 days; inhalation (3 times per day) and an application on the neck and both shoulders (one time per
day). Prior and post treatment scores in headache, anxiety, and measurement of serum cortisol in experimental group
were measured. Then, these were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headache score was measured by VAS; anx-
iety score was measured by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serum cortisol was measured by Radio-Immune-Assay me-
thod. Results: Decrease in headache, anxiety, and serum cortisol level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great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It confirmed aromatherapy is effective in reducing headache, anxiety, and serum cor-
tis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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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혈중 코티졸이 증가하여 면역기능이 감소됨으로써 질환

의감수성이높아진다(Norton, & Asmundson, 2004).

두통환자들은 부분 적절한 약물 처방을 받지 못한 상태

에서 진통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함으로써 오히려 질병기간을

연장시키게되고경제적으로도많은손실을입게된다(Park,

Koh, Park, & Lee, 2004). 두통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의 심리상태와 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환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약물치료를 통해 통증을 감

소시키는기존의방법만으로는부족하다(Andrasik, 1990). 

중년 여성은 신체적인 노화 현상과 더불어 폐경이라는 발

달 위기과정을 겪으며 사회, 심리적으로는 자녀 양육의 역할

이 감소되면서 내∙외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원에 성공적으로 처하지 못하면 두통, 불

안, 우울등을유발한다(Hyun, 2002). 중년여성에서반복적

인두통이발생하는경우뇌종양이나뇌졸중등여러가지뇌

질환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

기때문에약물치료이외의적절한두통관리가필요하다. 

두통을 완화시키는 간호중재 방법으로 근전도 바이오피드

백(Ro, Kim, & Kim, 1990), 침 요법(Tavola, Gala, Conte,

& Invernixxi, 1992), 척추 교정(Bove & Nilsson, 1998) 등

이 적용되었다. 두통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의 비

약물요법들은 상자가 학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

요되고, 중재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 실시해야 하는 어

려움이있다. 

이에비해향기요법은짧은시간의적용으로도5분이내에

에센셜오일의 성분이 혈액에서 검출되기 시작하여 20분 내

에 최 수준을 나타내며(Ja_ger, Buchbauer, Jirovetz, &

Fritzer, 1992), 뇌에 직접적인 향을 미쳐 심리적 이완효과

를볼수있는비침습적인방법으로알려져있어이용도가크

다(Buckle, 2003). 

향기요법을 사용하여 학생의 긴장형 두통에 두통 감소

(Han, 2002), 정상 성인의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

(Oh et al., 2000), 수술 전 환자 수술 불안 감소(Lee, 2002)

에 한 연구는 있으나 중년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기요법에서 두통 감소효과, 항 우울

제 및 신경안정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베질(ocimum basil-

icum), 두통, 우울, 불면증 감소, 살균, 진정 및 이완작용의

효능이 있는 라벤더(lavandula angustifolia), 편두통감소

(Buckle, 2003)에효과가있는로즈마리(rosmarinus offici-

nalis), 두통, 우울, 불면증경감효과가있는로즈(rosa dam-

ascena, rosa centifolia)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두통을 호소

하는중년여성에게약물복용에비해경제적이고부작용이거

의 없으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향기요법을 적용하여 두

통, 불안및혈중코티졸에미치는효과를규명하고자하 다.

2. 연구 목적

본연구의목적은향기요법이중년여성의두통, 불안및혈

중 코티졸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

은다음과같다.

첫째, 베질(ocimum basilicum), 라벤더(lavandula angus-

tifolia), 로즈마리(rosmarinus officinalis) 및 로즈(rosa

damascena, rosa centifolia)를 이용한 복합 향기요법(이하

향기요법)이중년여성의두통감소효과가있는지조사한다.

둘째, 향기요법이 중년여성의 불안 감소 효과가 있는지 조

사한다.

셋째, 향기요법이 중년여성의 혈중코티졸을 감소시키는지

를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연구는향기요법이중년여성의두통, 불안및혈중코티

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조군 전후 실

험설계의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 상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소재 C 학교 K병원의 자

원봉사센터와 의료협력센터의 여성회원 중 두통을 호소하는

자로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40-60세, 50

명을 상으로하 다. 구체적인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첫째, 신경과전문의로부터두통환자로진단받은자

둘째, 지난6개월간두통정도가평균4점(VAS) 이상인자

셋째, 지난6개월간항불안제를복용하지않은자

넷째, 이비인후과전문의로부터후각기능이정상으로판정

받은자

다섯째, 향기요법도포법을적용할부위인목(뒤와양옆)과

양어깨에피부과적인문제가없는자

여섯째,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뇌에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판정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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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호르몬제제를복용하지않는자

상자 수의 근거는 효과크기 0.9를 기준으로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을 유지하는 조건을 설정한 결과 t-test에

필요한표본크기는각집단에서21명이었다(Machin, Camp-

bell, Frayers, & Pinol, 1997). 이에탈락률을고려하여 조

군과 실험군으로 각각 25명을 모집하 다. 연구 상자는 난

수표를 이용하여 실험군과 조군으로 무작위 할당하 다.

그러나 실험군 중 4명은 집안 일, 1명은 자녀의 입원, 1명은

첫날 이후 참여 거부로 탈락하여 최종 상자는 19명이었고,

조군은 2명이 집안 일로, 1명은 고3 자녀 때문에, 1명은 채

혈에 한두려움으로탈락하여최종 상자는21명이었다.

3. 향기요법

1) 처방

향기요법에서 두통 감소효과, 항 우울제 및 신경안정제 기

능을 가지고 있는 베질(ocimum basilicum), 두통, 우울, 불

면증 감소, 살균, 진정 및 이완작용의 효능이 있는 라벤더

(lavandula angustifolia), 편두통감소(Buckle, 2003)에 효

과가 있는 로즈마리(rosmarinus officinalis), 두통, 우울, 불

면증경감효과가있는로즈(rosa damascena, rosa centifo-

lia)를 사용하 다. 여러 가지 향을 사용한 이유는 한 가지 향

보다는두세가지이상혼합하는것이시너지효과로인해치

료효과를 가장 극 화시키기 때문이다(Oh et al., 2000). 향

기요법 처방은 신경과 전문의 1인, 치과의사이며 aroma-

therapist 1인, 간호 학 교수이며 aromatherapist 1인, 간

호사이며 aromatherapist 1인이 함께 결정하 고, Basil,

Lavender, Rosemary, Rose를각각1:1:1:1의비율로하 다. 

(1) 흡입법

갈색 차광병에 담은 브랜딩오일 1 방울(0.04 mL)을 2×2

거즈에 떨어뜨려 거즈를 손에 들고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 자

신의 코로부터 5 cm 이내의 거리에서 2분간 흡입하도록 하

다. 흡입이 끝난 후 잠시 눈을 감고 향기요법에 집중하게

하 다. 

흡입은매일3회(오전9시30분, 오후3-4시, 취침전), 1회

에 2분씩 5일 동안 총 15회 실시하 다. 오전 9시 30분 시간

의 흡입은 본 연구자가 실시하 고, 오후 3-4시와 취침 전

에는 상자가 스스로 행하도록 교육하 고, 흡입용 브랜딩

오일 2 mL와 2×2 거즈를 제공하 다. 가정에서도 환자 자

신의코로부터5 cm 이내의거리에서눈을감고평상시와같

이호흡을하면서마음속으로천천히100까지세도록하여2

분을 지키도록 하 다. 또한 사용한 거즈를 재사용하지 않도

록 교육하 으며, 에센셜 오일의 흡입 여부는 다음날 실험실

방문 시에 확인하 고, 흡입 시의 문제점 및 느낌 등을 표현

하게하 다.

(2) 도포법

흡입이 끝난 후 목(뒤와 양옆)과 양 어깨에 3분씩 5일간 총

5회제공하 다. 도포를위한향기요법처방은흡입과동일한

브랜딩오일을 케리어오일(스위트아몬드와 10% 호호바) 50

mL에 혼합하여 4%로 준비하 다. 도포의 비율은 국소 도포

의 경우, 4-10% 정도의 농도가 적합하다는 선행연구(Buck-

le, 2003)에 근거하 다. 또한 국소 마취 백내장 환자에게 손

마사지를 각각 2.5분씩 제공하여 불안을 감소시켰다는 Cho

(1998)의연구결과에근거하여도포시간을3분으로하 다. 

도포 방법은 먼저 연구자의 손을 깨끗이 닦은 후 상자의

목(뒤와 양옆)과 양 어깨를 미리 준비한 따뜻한 물수건과 마

른타올로닦아준다음연구자의손바닥에준비한도포용오

일을1-2방울(0.04-0.08 mL) 떨어뜨려양손을비빈후먼저

상자의 코에 고 냄새를 맡도록 하 다. 그 후 도포용 오

일4-5방울(0.16-0.2 mL)을다시연구자의손바닥에떨어뜨

린 후 상자의 목(뒤와 양옆)과 양 어깨 부위를 3분간 느린

동작으로천천히도포하 다. 

실험군에게는5일 동안흡입과도포법으로시행하 다. 중

재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는 향기 흡입을 1-5일 시행 시에

심리와 생리반응의 변화를 보 다는 선행연구(Kim, 2003;

Saeki & Shiohara, 2001)에근거하 다.

2) 실험실 환경

본연구에서향기요법을제공한장소는서울소재C 학교

K병원실무교육실이었다. 실험이진행되는동안 상자가가

능한 한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문 밖에

는‘실험중’이라는팻말을걸어외부로부터자극을차단하

다. 실험실내의온도는20-22℃, 습도는40-60%로하여

일정한환경상태를유지하 다.

3) 실험처치 후

흡입과 도포가 모두 끝난 다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휴식

을취하게하 다. 

조군은 제1일 오전 9시 실험실에 도착하면 5분 정도 안

베질 등을 이용한 복합 향기요법이 중년 여성의 두통, 불안 및 혈중 코티졸에 미치는 효과 135



정을 취하게 한 후 실험군과 동일한 시점과 환경에서 자료를

수집하 다. 모든실험처치는 한간호협회에서실시한아로

마요법사교육과정을이수한후aromatherapist 민간자격증

을취득한연구자가직접실시하 다. 

4. 연구 도구

1) 두통

두통은 Cline, Herman, Shaw와 Mortor (1992)이 표준화

한시각적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사용하

여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왼쪽 끝에 0 (통증 없음), 오른 쪽

끝에10 cm (매우심한통증)라고적혀있는0-10 cm의수평

선상에 상자가 느끼는 두통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여 그 값

을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두통의 정도가 심한 것

을의미한다.

2) 불안

불안은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 (1970)의 상태

불안 측정도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Kim과 Shin (1978)이 표준화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

는총20문항의4점척도로서총점수의범위는20점에서80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연구에서의Cronbach’s a=.94이었다.

3) 코티졸

혈중코티졸은오전9시30분경에정맥혈5 cc를채혈하여

서울 소재 C 학교 K병원의 임상검사실에서 Radio-Im-

muno-Assay (RIA) 방법으로검사하 다. 

5. 자료 수집 방법

실험군에게는 5일 동안 향기요법 방법 중 흡입 15회, 목과

양 어깨에 도포 5회를 하 다. 두통, 불안 및 혈중 코티졸은

실험 전과 향기요법 실시 5일 후에 측정하여 실험군과 조

군을 비교하 다. 조군도 5일 후에 실험군과 같은 방법으

로 두통, 불안 및 혈중 코티졸을 측정하 고,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사후검사를 종료한 다음 주에 실험군과 동일하게

향기요법을제공하 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은 t-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하 다. 실험

전후 두통, 불안, 혈중 코티졸의 변화에 한 차이는 paired

t-test, 실험군과 조군 간의 차이는 unpaired t-test로 분

석하 다. 

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평균 연령은 49.8세이었다. 실험 전 실험군과

조군의인구학적특성, 두통의유형, 두통, 불안및혈중코티

졸은유의한차이가없었다(Tables 1, 2).

2. 두통

두통은 실험군이 실험 전 7.1점에서 실험 후 1.1점으로(p=

.001), 조군은 6.8점에서 3.6점으로 감소하 다(p=.001).

실험전후변화정도는실험군이6.0점, 조군이3.2점감소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실험군이 조군보다 더 많이 감

소되었다(p=.001) (Table 3). 

136 차정희∙김명자∙김희승 외 1인

*Fisher’s exact test.

Experimental
group (n=19)

Control group
(n=21)

Mean±SD/
n (%)

Mean±SD/
n (%)

Characteristics t p

Age (yr) 50.2±5.7 49.4±8.5 0.36 .723 
Spouse 
Yes 17 (89.5) 19 (90.5) 1.000* 
No 2 (10.5) 2 (9.5)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1 (5.3) 4 (19.0) .072* 
High school 5 (26.3) 11 (52.4) 
≥College 13 (68.4) 6 (28.6) 

Religion 
Yes 18 (94.7) 19 (90.5) 1.000* 
No 1 (5.3) 2 (9.5) 

Type of headache 
Migraine 9 (47.4) 8 (38.1) .750* 
Tension type 10 (52.6) 13 (61.9)

Table 1. Demographic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Experimental
group (n=19)

Control group
(n=21)

Mean±SD Mean±SD

Variables t p

Intensity of headache 7.1±1.7 6.8±1.6 0.56 .578
(scores)

Anxiety (scores) 43.2±10.2 49.6±10.7 1.94 .059
Serum cortisol (mg/dL) 13.7±3.5 14.1±5.5 0.27 .789

Table 2. Research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3. 불안

불안은 실험군이 실험 전 43.2점에서 실험 후 35.3점으로

(p=.002), 조군은 49.6점에서 47.6점으로 감소하 다(p=

.028). 실험 전후 변화 정도는 실험군이 7.9점, 조군이 2.0

점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실험군이 조군보다 더

많이감소되었다(p=.017) (Table 4). 

4. 코티졸

혈중 코티졸은 실험군이 실험 전 13.7 mg/dL에서 실험 후

10.6 mg/dL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고(p=.001), 조군은

14.1 mg/dL에서 14.4 mg/dL로 다소 증가하 으나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실험 후 실험군의 혈중 코티졸은 3.1 mg/dL 감

소하 으나, 조군은 0.3 mg/dL 증가하여 두 군 간에 유의

한차이가있었다(p=.010) (Table 5).

논 의

향기요법은 다양한 천연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 등에서

추출된 에센셜오일의 치료적 성분을 이용해 호흡기 또는 피

부를 통해 흡수시킴으로써 상자의 신체, 심리적 균형과 조

화를 통하여 전인적 치유를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mith, & Kyle, 2008). 흡입법은간편하고효과가즉각적으

로 나타나므로 향기요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며,

피부도포법은 에센셜오일의 피부유입으로 인한 반응과 함께

접촉의효과까지동반되는이중효과가있다(Buckle, 2003). 

향기요법의 에센셜오일이 갖는 물리적, 화학적 특성은 그

자체의 강한 휘발성으로 인해 공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여 자

신이 소지한 산소 분자를 공기 중으로 방출하면서 오존과 음

이온을형성하여공기를청정, 항균시키는기능이있다. 이를

치료 목적으로 흡입하면 휘발성 냄새 입자가 코와 폐를 통해

유입되어 뇌의 변연계로 전달되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통

합된효과가나타나게된다(Kim, Park, & Kim, 200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에센셜오일 중 베질(ocimum basili-

cum)은 리날룰(linalool) 함량이 높아 두통, 편두통의 감소효

과와항우울제, 신경안정제와같은기능을가지고있다고알

려져 있다(Oh, et al., 2000). 라벤더는 두통, 우울, 신경긴장

및 불면증감소, 살균, 진정 및 이완작용이 있으며 심장의 흥

분을 가라앉히고 혈압을 낮추어 고혈압과 심계항진 개선 효

과가 있다(Edge, 2003). 라벤더는 lavandula angustifolia,

lavandula latifolia, lavandula stoechas 등 3가지 종이 있

는데, 각각은 화학적 구성이 서로 달라 치료 효과도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에센셜오일들 중에 가장 독성이 적어 부

베질 등을 이용한 복합 향기요법이 중년 여성의 두통, 불안 및 혈중 코티졸에 미치는 효과 137

ta, paired t-test; tb, unpaired t-test.

Before

Mean±SD Mean±SD Mean±SD

After Difference (after-before)
ta p tb p

Experimental group (n=19) 7.1±1.7 1.1±1.4 13.68 .001 -6.0±1.9 4.19 .001 
Control group (n=21) 6.8±1.6 3.6±2.9 6.50 .001 -3.2±2.3

Table 3. Comparison of Headache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ta, paired t-test; tb, unpaired t-test.

Before

Mean±SD Mean±SD Mean±SD

After Difference (after-before)
ta p tb p

Experimental group (n=19)  43.2±10.2 35.3±7.9 3.67 .002 -7.9±9.4 2.58 .017 
Control group (n=21) 49.6±10.7 47.6±11.1 2.38 .028 -2.0±3.8

Table 4. Comparison of Anxie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ta, paired t-test; tb, unpaired t-test.

Before

Mean±SD Mean±SD Mean±SD

After Difference (after-before)
ta p tb p

Experimental group (n=19)  13.7±3.5 10.6±2.5 4.17 .001 -3.1±3.2 2.70 .010 
Control group (n=21) 14.1±5.5 14.4±4.4 0.31 .762 0.3±4.5

Table 5. Comparison of Serum Cortisol Level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린이, 임산부, 쇠약자 및 노인에

게 사용 시에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lavandula an-

gustifolia를 사용하 다(Buckle, 2003; Edge, 2003). 로즈

마리(rosmarinus officinalis)는 캠포‐보네올(camphor‐

borneol), 버베논(vervenone), 1,8‐씨니올(1,8‐cineole)의

3가지 기본적인 화학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8‐

씨니올 성분이 55% 함유되어 있어 국소적으로 적용할 경우

진통 효과를 강하게 나타낸다(Buckle, 2003). 또한 부신피질

자극, 진통, 진경, 기억력및학습효과증진, 이완효과, 편두통

감소, 모발이나 두피를 강화시키는 특성이 있으며, 림프계를

자극시켜 신체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과로로 인

한 근육통증에 효과적이다(Buckle, 2003). 로즈(rosa dam-

ascena, rosa centifolia)의 주요 화학성분은 알코올 성분인

시트로네롤 (citronellol)이며, 항 바이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

고 우아한 향으로‘아로마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으며 살균

효과가 가장 크고 독성이 없으며 기분상승을 고조시키므로

두통, 우울, 불면증에 사용되고 있다. 로즈는 생산지에 따라

순도의 차이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순도

가가장높은것으로알려진로즈Otto (rosa damascena) 불

가리아산을사용하 으며, 로즈Otto 한방울을생산하는데

는장미30송이가필요하다(Battaglia, 1995).

본 연구에서 향기요법을 적용한 후 두통의 정도는 실험군

이 6.0점, 조군이 3.2점으로 두 군 모두 감소하 다. 실험

군의 두통 감소 정도는 조군보다 유의하게 컸으므로 향기

요법은두통완화에효과적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베질,

라벤더, 로즈마리, 로즈로브랜딩한처방이진정및이완효과

와 각성을 동반한 기분증진, 경쾌함을 유도한 것으로 사료된

다. Han (2002)은 학생의긴장형두통에페퍼민트, 로즈마

리, 로만케모마일을 적용하여 두통 감소효과가 있다고 하여

본연구결과를지지하 다. 

불안도실험군이 조군보다유의하게더감소하 는데이

는 향기요법의 심리적, 신체적 이완효과로 불안이 감소된 것

으로 보인다. Itai et al. (2000)은 혈액투석환자 상으로 라

벤더, 히바향유를흡입시킨결과, 우울과불안을감소하는효

과를 확인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 다. 정상인에게 3종의 향

을 네뷸라이저로 5분간 1회 흡입시킨 결과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가 감소된 결과(Oh et al., 2000)와 수술 전 환자에

게 라벤더를 적용하여 수술에 한 불안이 현저하게 감소되

었다는 결과(Lee, 2002)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그러

나 유산 후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 향기흡입을 제공하여 불안

을측정한Wiebe (2000)의연구와는상반되는결과 다. 이

는 사용한 향의 종류와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 전후 혈중 코티졸의 변화는 실험군이

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페퍼민트, 로

즈마리, 로만케모마일을 적용한 결과 혈중 코티졸이 감소 한

Han (2002)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향기요법이 이완작

용을유도하며스트레스감소효과가있음을알수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향기요법이 중년 여성의 두통, 불안과 스트

레스 감소에 유용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단순흡입과도포법은장소의제한을받지않고, 편이

성과접근성이용이하기때문에 상자들이향기요법처방에

따라손쉽게적용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향기요법이 중년 여성의 두통, 불안 및 혈중 코

티졸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비동등성 무작위 조군

전∙후 실험설계의 유사실험 연구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같다.

1) 두통은실험후실험군이 조군보다유의하게감소되었다.

2) 불안은 실험 후 실험군이 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되

었다.

3) 혈중코티졸은실험군의경우실험전보다실험후유의

하게감소하 고, 조군의경우유의한변화가없어두군간

에유의한차이가있었다.

이상의결과로향기요법이중년여성의두통, 불안및혈중

코티졸을감소시키는데효과가있음을알수있었다. 앞으로

향기요법이중년여성에게5일이상장기간적용하여면역기

능에 한효과를조사하는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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