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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 독일, 덴마크,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체요법에

한 관심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한

해 동안 성인 1,500명을 상으로 체의료 이용 실태를 조

사한 결과 34%, 유럽에서도 20~25%가 체의료를 이용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Fisher & Kerr, 1993),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일반인 61%, 만성질환자 51.2%, 암환자 64%가 체

요법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발표하 다 (송지윤, 2003).

1960년 에는 체요법에 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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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onducted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investigating aroma massage in domestic region. This systematic review

critically evaluates the effect of aroma massage and establishes the criteria for applying aroma massage in human. A total

of 121 citations were screened through two domestic database (the KRSS and RISS) which are Korean Journal searching

engine and full text of 36 titles and abstracts were read. Finally, a specific search strategy identified 7 published articles

(5 studies in non-medical field, 2 studies in medical field) that fulfilled the selection criteria in August 2011. The present

systematic review examine that the effect of aroma massage is to reduce stress, a menopausal disorder, and depression in

non-medical field while only depression in medical field and also that the effective method for applying aroma massage

are 20 min, 2 times a week for at least 6 weeks in non-medical field and more than 10 min in medical field. In addition,

the most popular aroma and base oils were lavender and Jojoba oil.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roma massage can help to relieve psychological problem such as depression and stress and further research on verifying

the effect of aroma massage should consider the delicate experimental design including control group and effective

methods of massage including 20 min per one time, 2 times a week for 8 weeks at 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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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요법 이용이 저조하 고, 1970년 이후부터는 인식의 변

화와 함께 체요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

기 시작하 으며, 2000년 들어서는 체요법에 한 한

방법으로 피부미용 업계에서도 아로마테라피, 물을 이용한

스파 (spa), 하이드로테라피 (hydrotherapy), 아유르베다, 발반

사요법, 림프마사지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로마테라피는 가장 널리 알려지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요법 중의 하나이다. 

아로마테라피 요법은 근래에 개발된 치료법이 아닌 오래

전 고 로부터 내려오는 자연치유법으로 효과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아로마테라피의 효과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아로마 요법은 심리적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긴장

감을 낮출 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 피로, 수면, 기분전환, 혈

압, 혈당, 뇌파, 맥박수 및 항경련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정은, 2005). 특히 체요법

중에서 아로마를 이용한 마사지는 특별한 기구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장점과 함께 심리ㆍ생리적으로 근육이완, 수면증

진, 불안완화, 순환촉진, 불편감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Dunwoody, 2002). 최근에는 아로마를

이용한 마사지가 관절염 환자의 무릎 통증 (Yip & Tam,

2008),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견통 (Shin & Lee, 2007), 암환

자의 통증감소 (Chang, 2008), 그리고 여성의 생리통 (Lee et

al., 2006)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가 우울증 및 금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성희, 2006). 이러한 아로마

마사지의 긍정적인 연구결과로 인해 최근 아로마오일을 이

용한 마사지가 의료 및 에스테틱 분야 뿐만 아니라 일상생

활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로마를 이용한 마사지가 모든 상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체계적인 검증과 기준없이 사

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적으로 아로마 마사지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연구결과

로 한계가 있다. 그것은 제시된 각 연구마다 사용한 아로마

오일의 종류와 마사지 방법, 부위, 그리고 적용된 마사지 테

크닉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아로마

마사지의 인체에 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는 체계적인 고찰(systematic review)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체계적 고찰이란 1995년 전ㆍ후에 만들어진 선행 연구논

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의 하나이다. 체계적 고

찰은 선행연구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메타분석과 유사한 연

구방법이지만 메타분석과 달리 통계적 수정과 처리를 거치

지 않고 선행 연구결과를 그 로 요약해서 종합하고 해석

한다는 점에서 메타분석과 차이가 있다. 즉, 체계적 고찰은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 중 체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높은

수준의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연구가설을 평가

ㆍ선택한 후 각 연구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한 최선의 결론

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체계적 고찰은 의학계에서 주로 사

용되어왔지만 지금은 타학문 역에서도 폭 넓게 알려져

많은 분야에서 선행 연구결과를 요약하는데 활발히 적용되

고 있다 (고재옥, 2011). 본 연구에서도 현재까지 연구된 아

로마 마사지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체계적 고찰을 실

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에 한 선

행연구의 체계적 고찰을 통하여 아로마 마사지가 인체에

미치는 임상적 효과는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올바

른 아로마 마사지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자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범위

아로마 마사지에 관한 체계적 고찰을 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아로마는 여러 가지 식물의 꽃, 잎

사귀, 줄기, 박피, 과일의 표피, 과육, 씨앗, 뿌리 등에서 추출

한 향이 나는 정유로 정의하 고, 마사지는 연구 상자의

신체의 한 부분을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수기요법

만으로 시술하는 것으로 한정하 다. 연구 상은 사람으로

한정하 고 건강한 사람과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

로 구분하 으며 측정변수의 범위는 아로마 마사지 후 생

리적ㆍ심리적 변화로 정하 다. 선행연구는 연구의 신뢰성

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국내학술지에 게

재된 논문으로 한정하 다. 

2. 논문검색 및 선별과정

본 연구에서는 아로마 마사지 관련 모든 국내학술지 논

88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Vol. 8, No. 2, 2012

Figure 1. Procedure of search and selection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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