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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학생들  피 치드 아로마 과 운동  복합 처치가 그들  학생 스트레스, 상태  

수 에 미치는 향  12주 간 실험  통하여 규 하고  하 다. 피 치드 아로마 과 운동  복합 처치  

과  탐색하고  피 치드 아로마 (18 ), 운동 (17 ), 피 치드 아로마 +운동 (17 ), (20 )

 4집단 총 72  상 로 하 , 사 측 (0week), 간측 (6week), 사후측 (12week) 로 는 4×3

복측 에 한 계(4×3 factorial design with repeated measure)로 계하여 학생  학생  스트레스 지수,

상태  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 집단  한 든 집단에  상태, 수 , 학생 스트레스  수

가 향상  것 로 나타났다. 특  피 치드 아로마 과 운동만  실시한 집단보다 피 치드 아로마 과 

어 운동  병행한 집단   한 과  나타냈다는 에  매우 미 는 연 라고 생각 다.

주 어 : 아로마, 피 치드, 운동, 학생  스트레스, 상태, 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hytoncide Aroma inhalation and exercise 

combination therapy on the college life stress, mood state and sleep pattern of the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nts were 72 college students of four groups of Phytoncide Aroma Inhalation group(n=18), Exercise 

group(n=17), Phytoncide Aroma Inhalation and exercise combination therapy group(n=17), control group(n=20). 

Research subjects pre-test(0week), mid-test(6week), post-test(12week) measurement was made equally on college 

life stress, mood state and sleep pattern. As a result, mood status,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sleep scores 

were improved in all groups except the control group. Especially, phytoncide inhalation and exercise 

combination therapy group showed the greatest change in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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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학생들은 일반 으로 발달 측면에서 후기 청소년

기와 성인 기에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시기는 자아

정체성, 인격 성숙이 더욱 견고히 확립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미래에 진로 선택, 장래에 한불안, 사회 환경의

변화에 한 응 등의 문제로 심리 부담감이 가 된

다. 이는곧 스트 스로 연결될수 있으며, 이러한스트

스는 신체 , 심리 건강에 문제를 래하게 된다[1,2].

따라서 학생활에 있어 스트 스의 정 처는 개인

의 심리 안녕감이나 정신건강 수 에 도움을 수 있

으며[3], 이러한 학생 시기의 스트 스 리는 궁극

으로 성인기의 응과 정신건강을 언할 수 있는 요

한 단서가 된다.

특히 지속 인 스트 스 노출은 두통, 피로감과 같은

생리 인 부정 증상과 분노, 슬픔, 무력감과 같은 정서

기반 그리고 인 계 기피, 학생활의 무력감과 같

은 행동 증상을 증가시키게 된다[4].

학생의 주된 스트 스원인은 주로 학업 학업

련 요인, 시간 리, 미래에 한 불안, 직업 선택 등이 있

다고 보고되고 있다[5]. 한 Chon 등[6]은 학생의 생

활 스트 스 척도 개발 연구에서 학생의 생활 스트

스 구성개념을 이성 계, 가족 계, 친구 계, 교수와의

계와 같이 유기 계에서 오는스트 스와 학생들

이 필연 으로 느끼는 학업, 경제, 장래, 가치 의 8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개념을 보고하 다.

스트 스로 유발되는 신체 , 심리 질병 병리

상들을 치료하고 완화하기 하여 주로정신의학 약물

요법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스트 스를 감소시키

기 해 심리치료, 운동치료, 마시지등 다양한 근 방법

이 사용되기 시작하 으며, 그 에서도 비교 인체에

안 하면서도 그 효과는 탁월한 다양한 아로마 요법

(aroma therapy)과운동(exercise)이각 받고있다[7, 8,9].

특히 스트 스를 재하는 방법으로 최근 아로마 요

법 피톤치드(phytoncide) 아로마 요법이 각 받고 있

다.

피톤치드는 수목 주 의 해충이나 미생물, 그리고 다

른 식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해 나무가 공기 에

는 땅 속에 발산하는 일종의 항생물질로 생리·심리

활성물질이라 보고되고 있다[10,11]. 피톤치드는 주로 침

엽수인 편백나무, 소나무, 잣나무, 삼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의 잎에서 피톤치드의 함량과 기능이 많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2].

이러한 피톤치드를 이용한 아로마 요법이 스트 스를

비롯한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감소에 효과가 있

다는 연구가 지속 으로 보고되고 있다[13,14].

Nam과 Uhm[15]은 학생을 상으로 실시된 연구에

서 피톤치드 흡입이 학생의 생활스트 스 코

티졸 감소에 효과 이라는 연구물을 발표하 으며, 이와

유사하게 Kim 등[16]은 간호 학생을 상으로 피톤치

드 아로마테라피를 실시하여 스트 스 증상 심박변이

도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 다.

이러한 피톤치드의 스트 스 감소 상과 련하여

아마도 피톤치드에 함유하고 있는 페르펜 성분들이 인간

의 흡입과정을 통하여 뇌 충주신경을 작용하여 스트

스 호르몬인 코티졸 수 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스트 스

해소, 긴장완화, 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측하고 있

다. 한 최근에는 비록 피톤치드를 처치 변인으로 사용

하지 않았지만 아로마를 이용한 흡입과 마사지가 다양한

사례들에게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도 소수 보고

되고 있다.

최근 Lee[17]은 노인을 상으로 아로마테라피 처치

가 그들의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

으며, Oh 등[18]도 여성 교 근로자에게 아로마 흡입법

을 실시한 후 수면의 질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하 다.

한편 소수의 연구들에서 스트 스, 부정 정서, 다양

한 정신건강에 도움을 다는 피톤치드(산림욕)와 운동

을 복합 처치하여 그 효과를 규명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Park[19]은 노인을 상으로한 연구에서 10주간 산림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메라토닌(Melatonin) 농도가 증

가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일반 으로 메라토

닌은 두뇌 깊숙한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생체리듬을 장

하는 호르몬으로서 주로 수면과 피로회복에 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 멜라토닌이 면역력과 노

화방지에도 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서 밝 지고 있다.

한 Choi 등[20]은 년여성을 상으로 실시한 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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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드가 함유된 산림 걷기 운동을 실시한 집단이 실내에

서트 드 운동을한집단보다황산화효소(Antioxidative

enzyme)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피톤치드 아로마의 효과 그리고 운동의 효과

가 지속 으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톤치드와

운동을 복합 처치하여 다양한 효과를 규명한 연구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학생들은 미래에 한 불 측성,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과 취업 그리고 학업의 스트

스로 인하여 매우 높은 스트 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학생을 상으로 그들의 피톤치드아로마 흡

입과 운동의 복합 처치가 그들의 스트 스, 기분상태

수면에 미치는 향을 12주 장기간 실험을 통하여 규명

하는 것은 시 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2. 연

본 연구의 목 은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과 운동의 복

합 처치가 학생의 생활스트 스, 기분상태 수면에

미치는 향을 12주 장기간 실험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2.1 연 참여    할당

본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서울 소재 학 재학 인 3,

4학년 학생 72명이 참가하 다. 연구 상자 표집은 C

학 기숙사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 설

명과 함께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부착한 후 자발

으로 신청한 학생 114명을 1차 표집 상으로 선

정하 다. 이에 모집된 1차 연구참여자 114명은 다시 면

담을통하여성별, 학년, 연령등의기 조사를 실시하

고 세부 으로 건강상태, 최근 3개월 운동과 아로마흡입

요법 여부, 흡연, 음주 등을 종합하여 2차 으로 80명의

목 표집을 실시하 다.

모든 연구 상자는 자발 참여를 기본으로 선정하

으며, 실험 참여 참여자의 인권을 하여연구의목 ,

취지, 실험 정보 등을 상세히설명한 후 최종 실험동의서

에 서명한 학생만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한 실

험 언제라도 실험 지를표명할수 있다는 사실도 분

명히 명시하 다.

이에 최종 선정된 80명은 난수표를 이용하여 각각 피

톤치드 아로마 흡입군 20명, 운동군 20명, 피톤치드와 운

동의 복합군 20명, 조군 20명 총 80명을 무선 할당 하

다.

그러나 연구 진행 과정에서 자발 지자, 부상, 학

업, 취업 등의 이유로 각각 탈퇴자가 발생하여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군 18명, 운동군 17명, 피톤치드와 운동의 복

합군 17명, 조군 20명 총 72명이 실험을 완료하여 최종

분석 상자로 선정하 다.

2.2 측 도

2.2.1 사 학  특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집단

의 동질성 확보를 하여 성별, 연령, 학년, 종교, 흡연유

무, 음주여부, 여가활동의 9문항을 명명척도 형식으로 구

성하 다.

2.2.2 학생  스트레스(College Life Stress)

본 연구에서 학생활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하여

사용된 척도는 Chon 등[6]이 개발한 학생용 학생활

스트 스 질문지를 사용하 다. 이 질문지는 총50문항 8

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Likert 척도이다.

각 하 요인은 경제문제, 이성과의문제, 교수와의 문

제, 가족과의 문제, 장래 문제, 가치 문제, 학업문제, 친

구와의 계의 8개 하 요인으로 학생활에서 오는 부

정 인 스트 스 생활사건을 측정하게 구성되어있다.

Lee와 Park[21]의 학생 생활 스트 스 척도의 타당성

연구에서 제시된 질문지의 신뢰도(Crobach's α) 값은 이

성친구 .857, 친구 계 .797, 가족 계 .855, 교수와의

계 .807, 학업문제 .831, 경제문제 .881, 장래문제 .883, 가

치 문제 .772로 보고되었으며 체 신뢰도 값은 .89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신뢰도(Crobach's α) 값은

이성친구 .70, 친구 계 .79, 가족 계 .72, 교수와의 계

.80, 학업문제 .81, 경제문제 .81, 장래문제 .77, 가치 문

제 .79으로 나타났으며 체 신뢰도(Crobach's α)값은

.81로 나타났다.

2.2.3 상태(Mood State)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과 운동 처치 기간 내 기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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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기 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Rejeski[22]가 개

발한 기분 상태 척도(Feeling Scale L FS)를 사용하 다.

FS는 기분상태의 다양한 범주( , 불안, 노여움, 즐거움,

긴장, 활력감 등)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단지 정서의 핵심

차원인 유쾌/불쾌를 평가하기 하여 설계되었다[23].

이 척도는 +5에서 -5 범 (0포함)의 11point 좋다/나쁘다

양극형태로 구성되어 있다[24]. 한편 Choi[24]에 의하여

보고된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8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값은 .799로 안정된 내 일

치도를 나타내었다.

2.2.4 수 (Sleep Pattern)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을 평가하기 하여 수면상태

와 수면만족도의 2가지를 측정하 다. 먼 수면상태 척

도는 Oh 등[25]이 개발하고 Kim[26]이 아로마 향기 흡입

법과 스트 스 수면의 계를 연구한 수면 상태 척도

를 사용하 다. 수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4 Likert 척도(0 매우 그 다∼3 그 지

않다)이다. 평가 방법은 수가 높으면높을수록 수면 상

태가 양호하고 질 높은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수면 만족도는 Kim[26]이 아로마 향기 흡입법과

수면 만족도를 조사에 사용된 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10단계에 걸쳐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직 표시하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10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0 ( 만족하지 않는다)에서부터 10 까지

(매우 만족한다)이며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면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2.3 실험 계  료수집

본 연구는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과 운동의 복합 요법

이 학생의 생활 스트 스, 기분상태, 수면에 미치는

향을 12주간 실험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 다. 이에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과 운동의 복합 요법의 효과를 탐

색하고자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군(Phytoncide Aroma

Group: PAG), 운동군(Exercise Grouo : EG),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군+운동군(Phytoncide Aroma Group+Exercise

Group: PAG+EG), 조군(Control Group : CG)으로 구

성하는 집단(4집단) 요인과 사 측정(0week)· 간측정

(6week)·사후측정(12week)의 측정시 (3시 )으로 구성

되는 4×3 반복측정에 의한 요인설계(4×3 factorial design

with repeated measure)로 설계하 다.

2.4 피 치드 아로마   운동 프로그램 

    계  료수집

2.4.1 피 치드 아로마  프로그램

      (phytoncide aroma inhalation program)

본 연구의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 로그램은 먼 피

톤치드 에센셜 오일 원액을 아로마 향 목걸이 사용하여

세안과 수면시를 제외한 모든 생활과 함께 아로마 향 목

걸이를 착용하도록 하 다. 한 하루에 세 번(아침,

심, 잠자기 )에 아로마 향 목걸이 병의 입구를 코에서

약 5㎝정도간격을 두고 직 흡입하도록 하여 피톤치드

아로마 효과를 극 화하도록 노력하 으며 평상시에 코

와 향 목걸이 간의 거리는 5㎝를 유지하도록 하 다.

한편 피톤치드 에센셜 오일(pine essential oil)은 침엽

수종인 잣나무, 소나무에서 증기 방식으로 추출한 원액

을 사용하 으며, 본 연구의 실험은 Nam과 Uhm[15]의

학생을 상으로 실시된 피톤치드 연구와 Kim 등[16]

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피톤치드 연구가 참조

되었다. 이 때 자료 수집은 각각 사 측정(0week), 간

측정(6week), 사후측정(12week)을 통하여 학생활 스

트 스 지수, 기분상태를 각각 3회 측정하여자료를 수집

하 다.

2.4.2 운동 프로그램(Exercise program)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운동 로그램은 트 드 에서 유

산소성 운동 로그램의 표 종목인 걷기 운동을 실시

하 다. 구체 인 운동 로그램은 Karvonen의 방법을

채택하여 안정시 최 심박수(Maximum Heart Rate :

MHR=220-age) 목표심박수(Target Heart Rate:

THR=운동강도(%)×(최 심박수-휴식시심박수)+ 휴식

시심박수)를 측정하여 개인 측정을 통하여 운동의 강

도를 동일하게 부여하 다.

한편 운동 로그램은 총 12주간 주3회 1회 지속시간

50분(10분 휴식 포함)을 지속 하 으며 운동 비운

동, 운동 후 정리운동 그리고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를 하도록 교육하 다. 이 때 자료 수집은 피톤치드흡입

군과 동일하게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한 운

동 로그램은 Kang과 Seok[27]의 비만 여 생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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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한 유산소 운동 로그램을 참조하 다.

2.4.3 피 치드 아로마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과 운동

로그램은 각각 술한 피톤치드 흡입 로그램과 운동

로그램을 모두 실행하 다.

한편 본 연구의 피톤치드 흡입 로그램과 운동 로

그램은각각 학생 18명(나이 23.8세 ± 1.67세)을 상으

로 2주간 사 검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피톤치드 흡

입의 부작용과 운동 로그램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본

실험을 진행하 다. 한 본 실험은 학생의 특수성을

반 하고 나아가 실험처지의 오염변인을 방지하기 하

여 간고사 이 후 편안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2.5 료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먼 사회인구학 특성

에 한 분포를 확인하기 하여빈도분석을 실시하 으

며, 학생활 스트 스, 기분상태, 수면 질문지의 신뢰도

를 확보하기 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 다. 피

톤치드 흡입군(PAG), 운동군(EG), 피톤치드 흡입군+운

동군(PAG+EG), 조군(CG)의 인구사회학 특성 종

속변수( 학생 생활 스트 스, 기분상태, 수면)에 한

사 동질성 검사를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 다.

한편 PAG, EG, PAG+EG에 한 실험처치 효과를 검

증하기 하여반복측정에의한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 다. 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

로 유의할 때 사후검증(post-hoc) 방법으로 t-test를 실

시하 다. 이 모든 통계 근은 SPSS 통계패키지

version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통계

유의수 은 p<.05로 설정하 다.

3. 연 결과  

본 연구의 목 은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과 운동의 복

합요법이 학생의기분상태, 학생활 스트 스, 수면에

미치는 향을 12주 실험을 통하여 그 변화를 찰하는

것 이 다. 이에 일련의 연구 차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

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집단  동질 검사

<Table 1>은 실험 집단의 성별, 연령, 신장, 학년,

건강유무, 흡연유무, 음주유무 같이 스트 스에 향을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Factor
PHG(n=14) EXG(n=12) PHG+EXG(n=15) CG(n=20)

F p
M ± SD(%) M ± SD(%) M ± SD(%) M ± SD(%)

age 22.39±2.28 23.76±2.05 23.59±2.15 23.50±1.99 1.550 .209

height(㎝) 164.56±6.70 165.29±6.40 167.59±6.95 166.35±7.13 .655 .583

sex

male 5(27.8) 5(29.4) 6(35.3) 8(40.0)

.797 .850female 13(72.2) 12(70.6) 11(64.7) 12(60.0)

total 18(100) 17(100) 17(100) 20(100)

school

year

(grader)

first 4(22.2) 3(17.6) 3(17.6) 3(15.0)

5.940 .746

second 6(33.3) 3(17.6) 2(11.8) 3(15.0)

third 3(16.7) 5(29.4) 4(23.5) 8(40.0)

fourth 5(27.8) 6(35.3) 8(47.1) 6(70.0)

total 18(100) 17(100) 17(100) 20(100)

health

health 5(27.8) 3(17.6) 3(17.6) 2(10.0)

3.087 .798
normal 10(55.6) 11(64.7) 12(70.6) 16(80.0)

weak 3(16.7) 3(17.6) 2(11.8) 2(10.0)

total 18(100) 17(100) 17(100) 20(100)

smoking

smoking 6(33.3) 4(23.5) 6(35.3) 4(20.0)

1.152 .680non-smoking 12(66.7) 13(76.5) 11(64.7) 16(80.0)

total 18(100) 17(100) 17(100) 20(100)

alcohol

non-drinking 6(33.3) 7(41.2) 7(41.2) 11(55.0)

4.039 .671

1-2 times a week 10(55.6) 6(35.3) 6(35.3) 6(30.0)

More than 3 times a

week
2(11.1) 4(23.5) 4(23.5) 3(15.0)

total 18(100) 17(100) 17(100)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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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들에 사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 다. 그 결

과 연령(F=1.550, p>.05), 신장(F=.655, p>.05), 성별

((X2=.797, p>.05), 학년(X2=5.940, p>.05), 건강유무

(X2=3.087, p>.05), 흡연유무(X2=1.152, p>.05), 음주유무

(X2=4.039, p>.05)로 나타나 모두 집단 간 통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참여자의실험 집단이

동질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3.2 상태 변

<Table 2>는 집단과 측정시 에 따른 기분상태의 평

균, 표 편차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 결과이다. 먼

피톤치드 흡입군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 -.83, 간

.17, 사후 1.28, 운동군사 -.71, 간 -.18, 사후 1.53, 피

톤치드 흡입군+운동군 사 -1.24, 간 .35, 사후 2.41

으로 세 집단 모두 측정시 별 기분상태가 진 증가

추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통제집단은 사 -.64, 간

-1.10, 사후 -.50 으로 큰 변화 추이는 없었다.

한편 집단과 측정시 별 평균의 구체 차이를 검증

하기 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집단과 측정시 의 상호작용 효과는 F=10.53,

p<.001 수 에서 통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시기에 한주효과 분석에서는 F=82.318, p<.001로 통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집단에 한 주효과 분석에서

도 F=3.101, p<.05 수 에서 통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집단과 측정시 에 한 상호작용효과

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집단과 측정시 에 따라

기분상태의 변화가 통계 유의미하게 변화하 다는 것

을 반증한다. 따라서 사후 각각의 집단을 분리하여 측정

시 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 다.

그 결과 피톤치드 흡입군(F=21.428, p<.001), 운동군

(F=29.761, p<.001), 피톤치드 흡입군+운동군(F=37.137,

p<.001) 모두 측정시 에 따라 통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조군은 통계 측정시 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F=2.204, p>.05).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특히 주목할 은 보면 먼

피톤치드 흡입군, 운동군, 피톤치드 흡입군+운동군 모두

기분상태 변화에 정 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나 피톤치

드 흡입군+운동군(↑3.65)이 피톤치드 흡입군(↑2.11), 운

<Table 2> Repeated measure ANOVA of Mood State

Factor PHG(n=18) EXG(N=17) PHG+EXG(N=17) CG(N=20) Time Group Group×Time

Mood

State

pre A) -.83±1.15 -.71±1.36 -1.24±1.48 -.64±1.27

82.318*** 3.101* 10.53***

mid B) .17±1.65 -.18±1.51 .35±1.50 -1.10±1.71

post C) 1.28±1.32 1.53±1.66 2.41±1.62 -.50±1.93

post-

hoc

F=21.428***

A<B,C, B<C

F=29.761***

A<C, B<C

F=37.137***

A<B,C, B<C

F=2.204

-

*p<.05, ***p<.001

<Table 4> Repeated measure ANOVA of Sleep Pattern
Factor PHG(n=18) EXG(N=17) PHG+EXG(N=17) CG(N=20) Time Group Group×Time

Sleep

Pattern

pre A) 15.00±3.34 14.41±3.20 14.65±1.93 15.20±3.24

63.608*** 2.537 12.182***

mid B) 17.22±2.84 17.23±2.93 17.35±2.23 16.15±2.13

post C) 17.39±2.62 17.41±2.69 21.71±3.46 15.85±2.80

post-

hoc

F=14.989***

A<B,C

F=18.578***

A<B,C

F=55.693***

A<B,C, B<C

F=1.655

-

***p<.001

<Table 3> Repeated measure ANOVA of  Satisfaction of Sleep
Factor PHG(n=18) EXG(N=17) PHG+EXG(N=17) CG(N=20) Time Group Group×Time

Satisfaction

of Sleep

pre A) 3.22±1.44 3.65±1.32 2.94±1.48 3.85±1.63

57.503*** 2.618 19.778***

mid B) 5.33±1.46 3.71±1.27 4.00±1.84 3.50±1.36

post C) 5.11±1.45 6.00±1.41 6.06±1.48 3.25±1.55

post-

hoc

F=27.250***

A<B,C

F=63.054***

A<C

F=42.911***

A<B,C, B<C

F=1.33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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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군(↑2.24)과 비교하여 좀 더 변화의 증가 폭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 사후분석을 통한 시

기 변화를 검증한 결과 피톤치드 흡입군과 피톤치드 흡

입군+운동군은 사 측정과 간측정 6주에 효과가 통계

유의하게 나타나 빠른 기분상태에 정 효과가 나

타난 반면에 운동은 간측정과 사후측정 즉 6주 이후부

터 그 효과가 통계 유의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수  변

<Table 3>, <Table 4>는 집단과 측정시 에 따른 수

면상태와 수면만족도에 한 평균, 표 편차 반복측

정에 의한 변량분석 결과이다. 먼 피톤치드 흡입군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 15.00, 간 17.22, 사후 17.39로 사

과 사후를 비교하여 2.39 증가하 으며, 운동군은 사

14.41, 간 17.23, 사후 17.41로 증가하여 3 증가하

다. 마지막으로 피톤치드 흡입군+운동군 사 14.65,

간 17.35, 사후 21.71로 증가하여 사 과 사후를 비교할

때 7.06 증가하 다. 그러나 통제집단은 사 15.20,

간 16.15, 사후 15.85로 큰 변화 추이는 없었다.

한 집단과 측정시 에 따른 수면만족도에 한 평

균을 살펴보면 피톤치드 흡입군은 사 3.22, 간 5.33,

사후 5.11로 사 과 사후를 비교하여 1.89 증가하 으

며, 운동군은 사 3.65, 간 3.71, 사후 6.00로 증가하여

2.35 증가하 다. 피톤치드 흡입군+운동군 사 2.94,

간 4.00, 사후 6.06로 증가하여 사 과 사후를 비교할

때 3.12 증가하 다.

통제집단은 사 3.85, 간 3.50, 사후 3.25로 사 과

사후를 비교할 때 오히려 0.6 감소하 다.

한편 집단과 측정시 별 수면상태와 수면만족의 평균

의 구체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변

량분석을 실시하 다. 먼 수면상태는 집단과 측정시

의 상호작용 효과는 F=12.182, p<.001 수 에서 통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시기에 한 주효과 분석

에서는 F=63.608, p<.001로 통계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에 한 주효과 분석은 F=2.537, p>.05 수

에서 통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수면만족에 한 집단과 측정시 의 상호작

용 효과는 F=19.778, p<.001, 시기에 한 주효과 분석에

서는 F=57.503, p<.001로 통계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집단에 한 주효과 분석은 F=2.618, p>.05 수 에

서 통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면상태와 수면만족의 상호작용 효과의 세부 분석

을 해 각각 각각의 집단에 한 측정시 에 따른 분석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수면상태는 피톤치드 흡입군

(F=14.989, p<.001), 운동군(F=18.578, p<.001), 피톤치드

흡입군+운동군(F=55.693, p<.001) 모두 측정시 에 따라

통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한 수면만족은 피톤

치드 흡입군(F=27.250, p<.001), 운동군(F=63.054, p<.001),

피톤치드 흡입군+운동군(F=42.911, p<.001) 모두 측정시

에 따라 통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통제

집단은 수면상태와 수면만족 요인 모두 측정시 에 따른

통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특히 주목할 은 보면 피톤치

드 흡입군, 운동군, 피톤치드흡입군+운동군모두 수면상

태와 수면만족에 정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 효과 크

기를 세 하게 찰하면 수면상태는 피톤치드 흡입+운

동군(↑7.06)이 피톤치드 흡입군(↑2.39), 운동군(↑3.00)

과 비교하여 좀더 변화의 증가폭이상 으로 높게나

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수면만족도 피톤치드 흡

입+운동군(↑3.12)이 피톤치드 흡입군(1.89), 운동군(↑

2.35) 보다 그 증가의 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측정시 에 따른 사후분석 결과를 토 로 살펴

보면 수면만족은 피톤치드 흡입군이 사 측정과 사후측

정을 비교할 때 통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체 으로

빠른 효과를 보이며 간과 사후측정에서 안정 인 지

효과를 보이는 반면에 운동군은 간과 사후에서 통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그 효과가 6주 처치 후 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톤치드 흡입+운동군은 사 과 간, 간과

사후 모두 지속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한 바와 같이 피톤치드 흡입군, 운동군과 비교하여 효

과 크기 측면에서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톤치드 흡입군, 운동군, 피톤

치드 흡입군+운동군 모두 수면에 효과 인 매개물임이

증명되었으며, 피톤치드 흡입군+운동군이 상 으로 피

톤치드 흡입군과 운동군과 비교하여 그 효과 크기 측면

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4 학생  스트레스 변

<Table 5>는 집단과 측정시 에 따른 학생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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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지수의 평균, 표 편차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

석 결과이다.

먼 피톤치드 흡입군 학생활 스트 스 변화를 살

펴보면 사 과 사후 평균은 각각이성친구 20.83과 18.72,

친구 계 17.17과 16.33, 가족 계 19.89과 18.22, 교수

계 20.56과 18.78, 학업 23.89와 20.56, 경제 23.72와 21.50,

장래 28.44와 28.33, 가치 19.56과 20.39 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변화들을 사 과 사후로 비교하면 이성친구

2.11 , 친구 0.84 , 가족 1.67 , 교수 1.78 , 학업 3.33

, 경제 2.22 , 장래 0.11 감소한 것이며, 가치 은 오

히려 0.83 증가한 것이다. 체 으로 피톤치드 흡입군

은 장래, 가치 의 스트 스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서 스트 스 감소 상이 발견되고 있다.

다음으로 운동군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 과 사후 평

균은 각각 이성친구 20.59과 19.35, 친구 계 17.41과

16.71, 가족 계 19.76과 15.88, 교수 계 21.35과 10.12, 학

업 21.47과 18.88, 경제 23.24가 22.47, 장래 27.12과 26.94,

가치 19.24과 19.82 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peated measure ANOVA of college life stress

Factor PHG(n=18) EXG(N=17) PHG+EXG(N=17) CG(N=20) Time Group Group×Time

friend of the

opposite sex

pre A) 20.83±2.20 20.59±3.20 18.65±3.00 20.15±3.12

16.159*** 5.391** 7.503***

mid B) 20.39±2.00 18.76±2.56 18.94±2.55 20.20±2.46

post C) 18.72±2.62 19.35±2.55 15.35±2.52 20.55±2.68

post-

hoc

F=8.807**

A<C, B<C

F=6.378**

A<B,C

F=12.671***

A<C, B<C

F=.659

-

friend

pre A) 17.17±2.94 17.41±2.15 16.59±2.37 15.50±2.26

26.597*** 1.321 9.920***

mid B) 17.28±2.72 16.82±2.07 16.76±2.36 15.15±2.28

post C) 16.33±2.09 16.71±2.37 13.12±2.20 15.10±2.45

post-

hoc

F=4.883*

A<C, B<C

F=2.499

-

F=20.630***

A<C, B<C

F=1.541

-

family

pre A) 19.89±2.17 19.76±2.56 19.47±2.24 18.00±3.12

39.768*** .898 7.507***

mid B) 19.83±2.18 19.53±2.72 18.71±1.79 18.70±3.11

post C) 18.22±2.78 15.88±2.62 16.12±2.74 18.95±3.41

post-

hoc

F=8.176**

A<C, B<C

F=24.571***

A<C, B<C

F=14.603***

A<C, B<C

F=.203

-

professor

pre A) 20.56±1.72 21.35±1.62 21.06±1.56 18.10±2.99

17.457*** 4.034** 12.011***

mid B) 20.94±2.21 20.82±1.74 20.82±1.47 18.25±2.73

post C) 18.78±2.39 10.12±2.67 17.24±3.23 19.55±2.16

post-

hoc

F=11.672***

A<C, B<C

F=5.103*

A<C

F=18.116***

A<C, B<C

F=6.423**

A<C, B<C

study

pre A) 23.89±3.29 21.47±3.84 21.94±3.53 22.90±2.45

26.820*** 2.301 9.774***

mid B) 23.94±3.21 22.29±4.22 22.06±3.51 23.00±2.15

post C) 20.56±2.83 18.88±3.90 19.29±3.79 24.35±2.60

post-

hoc

F=18.430***

A<C, B<C

F=8.470**

A<B,C, B<C

F=19.677***

A<B,C, B<C

F=8.938**

A<C, B<C

economy

pre A) 23.72±2.37 23.24±2.88 23.94±1.75 21.40±2.54

16.568*** .806 11.189***

mid B) 23.56±1.82 21.47±3.32 23.12±2.37 21.80±2.14

post C) 21.50±2.00 22.47±3.14 19.35±3.90 22.35±2.50

post-

hoc

F=10.551***

A<C, B<C

F=4.346*

A<B

F=21.063**

A<C, B<C

F=2.372

-

future

pre A) 28.44±1.82 27.12±2.89 27.18±3.13 25.45±2.93

13.336*** 4.826** 17.610***

mid B) 27.94±2.32 26.35±3.53 27.00±2.62 25.70±2.85

post C) 28.33±3.18 26.94±3.21 21.53±2.94 25.90±3.26

post-

hoc

F=.708

-

F=.237

-

F=34.013***

A<C, B<C

F=1.055

-

values

pre A) 19.56±2.23 19.24±2.39 19.94±2.51 20.45±1.88

.699 .550 .362

mid B) 20.06±2.31 19.18±2.56 19.94±2.51 19.80±2.17

post C) 20.39±2.20 19.82±1.74 19.41±2.35 20.20±2.02

post-

hoc

F=1.607

-

F=.766

-

F=.334

-

F=1.447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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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생활 스트 스 변화들을 사 과 사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성친구 1.24 , 친구 0.74 , 가족 3.88

, 교수 11.23 , 학업 2.59 , 경제 0.77 , 장래 0.18

감소한 것이며, 가치 은 오히려 0.54 증가한 것이다.

체 으로 운동군의 변화는 친구, 장래, 가치 요인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들에서 감소 상이 측정시 에 따라

진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톤치드 흡입+운동군의 학생활 스트 스

변화를 살펴보면 사 과 사후 평균은 각각 이성친구

18.65과 15.35, 친구 계 16.59과 13.12, 가족 계 19.47과

16.12, 교수 계 21.06과 17.24, 학업 21.94과 19.29, 경제

23.94가 19.35, 장래 27.18과 21.53, 가치 19.94과 19.41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활 스트 스 하 요인들에 변화들을

사 과 사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성친구 3.3 , 친구

3.47 , 가족 3.35 , 교수 3.82 , 학업 2.65 , 경제 4.592

, 장래 5.65 , 가치 0.53 감소한 것이다. 체 으

로 피톤치드 흡입군+운동군은 가치 을 제외한 모든 요

인에서 스트 스 감소 상이 발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군의 학생활 스트 스 변화를 살펴

보면 사 과 사후 평균은 각각 교수 18.10과 19.55, 학업

22.90과 24.35 으로 오히려 스트 스 증가 추이가 발견

되었다. 그러나 이성친구, 친구, 가족, 경제, 장래, 가치

요인은 사 과 사후를 비교할 때 큰 변화 추이는 발견되

지 않았다.

한편 집단과 측정시 별 학생활 스트 스 평균의

구체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반복측정에의한 변량분

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집단과 측정시 의 상호작용 효과는 이성친

구(F=7.503, p<.001), 친구(F=9.920, p<.001), 가족(F=7.507,

p<.001), 교수(F=12.011, p<.001), 학업친구(F=9.774, p<.001),

경제(F=11.189, p<.001), 장래(F=17.610, p<.001) 요인에

서 통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주효과 분석을 살펴보면 시기

의 주효과는 이성친구(F=16.159, p<.001), 친구(F=26.597,

p<.001), 가족(F=39.768, p<.001), 교수(F=17.457, p<.001),

학업(F=26.820, p<.001), 경제(F=16.568, p<.001), 장래

(F=13.336, p<.001) 통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집단 간 주효과 분석에서는 이성친구(F=5.391,

p<.01), 교수(F=4.034, p<.01), 장래(F=4.826, p<.01)로 통

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생활 스트 스와 련하여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세부 분석을 해 각각 각각의 집단에 한 측정시

에 따른 사후 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 피톤치드 흡입군은 이성친구(F=8.807, p<.01), 친

구(F=4.883, p<.05), 가족(F=8.176, p<.01), 교수(F=11.672,

p<.001), 학업(F=18.430, p<.001), 경제(F=10.551, p<.001)

요인에서 측정시 에 따라 통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으며, 운동군은 이성친구(F=6.378, p<.01), 가족(F=24.571,

p<.001), 교수(F=5.103, p<.05), 학업(F=8.470, p<.01), 경

제(F=4.346, p<.05) 측정시 통계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마지막으로피톤치드흡입군+운동군은이성친구(F=12.671,

p<.001), 친구(F=20.630, p<.001), 가족(F=14.603, p<.001),

교수(F=18.116, p<.001), 학업(F=19.677, p<.001), 경제

(F=21.063, p<.001), 장래(F=34.013, p<.001)요인에서 측

정시 에 따라 통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결론  언

본 연구는 학생들의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과 운동

의 복합 처치가 그들의 생활스트 스, 기분상태 수면

에 미치는 향을 12주 장기간 실험을 통하여 규명하고

자 하 다.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과 운동의 복합 요법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군, 운동군, 피

톤치드 아로마 흡입군+운동군, 조군의 4집단 총 72명

을 상으로 하여 사 측정(0week), 간측정(6week),

사후측정(12week)을 통하여 학생활 스트 스 지수, 기

분상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피톤치드 아로

마 흡입과 운동의 복합 요법은 학생의 생활스트 스,

기분상태 수면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만 한 집단보다 피톤

치드 아로마 흡입과 더불어 운동을 병행한 집단이 더 유

익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

째,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진행되었지만 후속연

구에서는 년여성, 년남성, 노인 등 다양한 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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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운동과 아로마오일 사용을 병행하여변화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다양한 종류의 아로마

오일과 배합기술을 사용한 비교연구와 더불어 피톤치드

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 오일이 있다면 상자의 선호도

를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피톤치드 아로마 오일을 흡입방법으로 사용하 는데 롤

온과 마사지 등 여러 가지 아로마 오일 사용법을 이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피톤치드 아

로마 흡입만 한 집단보다 피톤치드 아로마 흡입과 더불

어 운동을 병행한 집단이 더유익한효과를가지고올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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