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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haling Rosa Rugosa Aroma Essential Oil 

on Brain Function Quotient by EEG Analysis in Working       

    Women 

                           Song, Shin Young

                           Adviser: Prof. Kyung Rye Moon, M.D.,Ph.D.

                           Dept. of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Rosa rugosa is a flower that grows on beach costs in East Asian countries 

and is known to have medical benefits. However, the effects of this marine 

resource on brain functions have not examined adequately using an EEG 

device. Thu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and a 

literature review on brain activities and healing properties. Furthermore, 

this study aimed to present basic research results by examining how aroma 

essential oil affects brain functions among working women.

 To conduct this study, an experiment was carried out based on 87 working 

women from April 13, 2020, to April 29, 2020. The 87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a group of 12~13 for measuring their brain activities. The 

aromatherapy sessions were provided to all of the participants. Their brain 

activities were recorded before going to work on the day of the experiment 

and after receiving the therapy sessions. 

 The results of conducting experimen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terms of 

the following: the self-regulation index, basic rhythm index (left and 

right), activity index (right), emotional index, anti-stress index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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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and right brain balance index, and brain activity index. In contrast,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found in terms of the following: the attention index (left and 

right), the activity index (left), and the anti-stress index (left).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brain wave measurement of working women 

showed the effectiveness of using marine flowers that have healing 

properties. In terms of methodology, the results also suggested the 

potential benefits of using Neuroharmony, which is a relatively 

public-accessible brain wave measuring device.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only full-time working women in 

office jobs were selected and non-regular women were excluded from this 

study. Hence, future studies can examine brain wave functions with varying 

intensity of participants' daily labor. 

Key words: rosa rugosa, essential oil, brain wave, EEG, brain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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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문제제기

   최근 힐링(healing, 치유)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흔히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림을 이용한 산림치유를 흔히 접할 수 있으며 해양을 이용한 치유에 

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김진아 외, 2016; Korpela et al., 2014). 해양

치유란 해수, 진흙, 소금 등 해양자원과 해양경관, 해풍과 같은 환경자원 등을 운

동, 식이, 명상 등 다양한 활동과 접목하여 신체 재활, 정신 치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등의 효과를 창출해 내는 활동이다(이한석 외, 2019).

   국내의 해양치유는 지자체별로 해양치유 시설인 해수온천, 모래찜질 등의 시설

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양치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에 처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지자체와 함께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해양치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박

용길 외, 2019). 

   또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심신요법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해수(海水), 해사

(海沙), 해풍(海風), 해양경관과 같은 해양자원의 활용은 불안증 및 신체적 각성, 

긴장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Yoo, 

2011). Kruger 등(2011)은 백반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해에서 기후요법

(climatotherapy)을 활용하여, 삶의 질, 스트레스 수준, 전반적인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해양자원을 이용한 치료가 단기 및 장기적인 효과가 있음

을 밝혔다(이상아 외, 2018). 이 외에도 이종민(2020)은 보완대체요법으로 소금을 

이용한 매트를 비 특이적 목·어깨통증 완화를 위해 연구에서 실험한 결과 유의미

한 결과를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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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 흡입 즉 아로마 테라피(aroma therapy)는 허브(방향성 약용식물)의 꽃,

잎, 뿌리, 줄기 및 열매 등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며 몸과 마음을 건강

하게 도와주는 대체 의학적 요법 중 하나이다(유강묵, 2006). 아로마 테라피에 이

용되는 향유는 다양한 것이 있으나 라벤다, 로즈마리 등 몇 가지 아로마 오일이 

인체에 사용하였을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었다. 아로마 오일은 심리적, 육체적 스

트레스 완화, 살균, 수면 증진, 피부재생 등의 효능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으며(Lawless, J., 2002), 스트레스에 대한 보완대체요법으로서 아로마 테라

피는 스트레스 경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선행연구가 입증하고 있다(Park & Lee, 

2004; Seo, 2009; Son et. al, 2001). 아로마를 이용하여 테라피를 할 경우 오일

의 향이 후각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대뇌의 변연계로 전달되고, 그에 따른 변연계

는 혈압, 호흡, 심박동수, 생식작용, 기억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한

다(한재희 역, 2009). 이러한 향기요법의 생리적·심리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선행연구 또는 최근 연구에서는 심박동수, 혈압, 뇌전도(electroencephalography, 

EEG), 눈 깜박임 속도 및 동공 확대 정도 등의 다양한 측정지표들을 사용하고 있

다(Hongratanaworakit, 2004). 그 중 아로마 오일의 효능을 분석하기 위해 뇌파반

응을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강근 외, 2002; 민병찬 외, 2001; 백

은주, 1998; 신훈, 2009; Diego, 1998; 강승연, 2014; 민은실, 2015).

   일부 연구에서 유칼립투스(eucalyptus), 라벤다(lavender), 스파이스 애플

(spiced apple)과 같은 기분 좋은 냄새들이 세타파를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으나

(Lorig & Schwartz, 1988)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로마 오일(쟈스민, 라벤다, 샌

달우드, 시네올)이나 대두를 가열시 나는 냄새 등이 알파파를 증가시킨다고 보고

하고 있다(Konagai, 2002; Nagakawa & Nagai, 1992; Sayorwan, 2012).또 다른 선

행연구는 장미, 라벤다, 레몬 같은 진정오일이 알파파와 세타파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다(민병찬 외, 2001).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환경으로 해양 자원이 다양

한 반면 그 개발이나 활용에서는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바닷가를 

둘러싸고 있는 해당화를 활용한 아로마 테라피는 그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의 하나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이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전이 빠른 속도로 성장되어 오면서 여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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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

으나, 여성들이 직무에서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소화기 장애, 우울 등과 같

은 신체적 증상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들은 육

아, 가사와 회사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등 다중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

임으로써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

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해양치유자원으로서의 해당화와 스트레스에 노출이 심한 직장여

성을 대상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함으로써 뇌파분석을 통한 뇌기능 지수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두고자 한다.

   첫째, 해양치유자원으로서의 해당화와 뇌파분석에 따른 뇌기능의 선행연구와 

문헌을 바탕으로 그 이론적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직장여성의 뇌기능 지수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해양치유자원, 아로마 테라피 및 이를 통한 

뇌기능 지수 차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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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본 실험 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M

시와 S군으로 한정하였으며,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해당화, 아로마 에센셜오일, 뇌파 및 뇌기능을 중심으로 문헌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

다.

   제3장에서는 조사 설계와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분석결과로 구성되었다.

   제5장은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의 요약과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방향을 제시하

였다.

  2. 연구방법

   앞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적 연구는 관련되는 해당화, 아로

마 에센셜오일, 뇌파 및 뇌기능 지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증조사를 

위한 가설을 도출해 내었다. 실증연구로는 실험대상자들을 모집하여 실험군과 대

조군으로 나누어 해당화 아로마 흡입법을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규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일성 검증, t검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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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해당화

  1. 해당화의 약용 가치

   해당화의 학명은 Rosa rugosa Thunberg로 장미과(Rosaceae)에 속하는 낙엽과목

이다. 해당화는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며, 바닷가 모래밭이나 산기슭 등

에서 서식하는 식물 이다(Park et. al, 1993; Kang 외, 2010). 가시에 털이 있으

며, 뿌리 에서 많은 줄기를 내어 군집을 형성하며, 추위와 공해에 잘 견딘다

(Park, B. J., 2008). 관상용, 약용 및 염료의 원료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꽃은 <본초강목>에서 매괴화라고 하며 처음 개화할 때 채집

하여 건조한 것을 약용으로 쓰며, 위통·토혈·월경과다 및 인후궤양 등에 이용된다

(Kim & Park, 1986; Park, 2008; Kang et. al, 2010). 해당화 뿌리(해당근)의 β-

카로틴과 로자닌(rosanin) 등의 성분들이 혈당 감소 기능이 있어 당뇨병 치료의 

민간약으로 사용해 왔으며, 고지혈증 개선 효과가 있으며 사포닌 성분인 로자멀틴

(rosamultin)은 항산화 효과와 간 보호기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Han et. al, 

1987; Jung et. al, 2005; Park et. al, 2005a; Park, B. J., 2008). 해당화 열매

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서양에서는 잼을 만들었으며, 열매를 꿀이나 설탕에 재

어 과당으로 만들어 먹었고, 타박상·풍비(風痺)1)·부인의 월경과다 등에 사용했다

고 한다(Park, B. J., 2008). 또한 선행연구(Kim et. al, 2001; Park, B. J., 

2008; Kang et. al, 2010)에서는 해당화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며, 가수분해형 탄

닌(rugosin 등) 및 카테킨 그 도체(conductor) 등의 함량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성분들로 인해 해당화의 항염작용, 진경작용, 항 알레르기 작용, 피부 노

화 예방, 미백 효과 및 통증 치료 효과 등이 연구 보고되고 있다(Okawa, M. , 

1) 뇌척수의 장애(障礙)로 말미암아 몸과 팔다리가 마비(痲痺)되고 감각(感覺)과 동작(動作)에 

탈이 생기는 병(病)(네이버 한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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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Jung  et. al, 2005; Park, B. J., 2008; Kang  et. al, 2010; Lee et. al, 

2011).

   박정욱(2006)은  해당화 뿌리 에탄올 추출물은 기존 항산화제인 α-토코페놀 

및 BHT(butylated hydroxytoluene) 등과 유사한 라디컬 소거기능이 있다고 보고 

했다. 과거 해당화는 식품산업에서 식품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항산화제의 

기능이 입증된 후 열매에서 뿌리까지 해당화 모든 부분이 섭취 가능한 식물로 식

품공전에서 인정받았다.

   해당화에는 비타민C 외에도 항산화 역할을 하는 베타카로틴(프로비타민 A)도 

측정할 수 있었는데, 부위별로 보면 열매와 잎에서만 베타카로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아스코르비산과는 반대로 9월에 채취한 해당화에서 11월에 채

취한 해당화보다 베타카로틴의 잔존이 더 높았다(김명조 외, 2001).

   해당화(Rosa rugosa Thunb.)는 염도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가에서 자생

하는 식물로 척박한 환경에 대해 저항성을 가진다. 전통적으로 해당화 뿌리는 당

뇨병 치료에 이용되었으며, 최근 연구결과 해당화 뿌리에서 항당뇨 활성을 보이는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이 보고되었다(Thao et. al, 2014). Lee 등(2004)은 메탄

올을 이용한 해당화 추출물의 라디컬 소거능이 다른 염생식물(퉁퉁마디, 갯쑥 등)

추출물에 비해 높다고 보고(Lee et. al, 2004)했다. 박정욱의 연구(2006)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미경 등(2003)은 해당화 추출물을 사용하여 암세포의 생육 저해 및 독성실험, 

암세포 생육 억제 기능의 산화도 측정, 면역증진검색, 사포사멸 형태 측정을 실험

하였는데, 암세포에 대한 생육억제활성은 0.1mg/ml 의 낮은 농도에서도 비교적 

40~50%의 높은 억제율을 나타냈다고 하며, 암세포에서 정상세포에 비하여 산화도

의 증가가 점차 급격해 지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화 추출물이 암세포에 대한 선택

적 사멸 기작을 갖고 있다고 보고 했다.  

  허종문 등(2007)은 해당화에서 분리한 카테킨의 간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romobenzene으로 처리한 흰쥐를 대상으로 해당화의 뿌리에서 분리한 카테킨을 투

여하여 간독성을 일으키는 epoxide를  생성시키는 cytochrome  P 450 

monooxygenase계 효소인 amniopyrine를 무독화시키는데 관여하는 효소인 

aminopyrine N-demethylase와 aniline hydrolase 및 생성된 epoxide를 무독화 시

키는데 관여하는 효소인 glutathione S-transferase와 bromobenzene의 활성변화를 

관찰하였다. 카테킨을 투여한 경우에 aminopyrine N-demethylase, ani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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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lase는 대조군으로 아스코르비산에 투여 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bromobenzene 처리군보다 39% 효소활성을 회복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카테킨은 

간독성 물질을 무독화시키는 epoxide hydrobase의 활성을 회복시켜 간보호 활성을 

나타내며, 해당화에서 분리한 사포닌 성분인 rosamultin도 epoxide hydrobase의 

활성을 증가시켜 보호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 했다(허종문 외, 2007).김상철

(2006)은 항산화작용을 가지는 해당화로 간독성을 유발시킨 흰쥐를 이용한 생체 

내 실험에서 간독성 해독작용이 있다고 했다.

  2. 해양 치유 자원으로서의 해당화 

   해양치유는 바다의 자연 및 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과 건강의 증진

을 가져다주는 활동을 말한다.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는 해풍과 해

안의 햇볕, 경관, 해수의 심층수, 표층수, 염지하수, 해양생물, 모래, 머드, 소

금, 피트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Lee et. al, 2019).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풍부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김병록 외, 

2019).  

    해당화의 잎은 기수우상복엽(寄數羽狀複葉) m, k 2), 소엽이 두껍고 타원형 또

는 타원상 도란형으로 주름이 많으며 광택이 있다. 꽃은 5~8월에 새로 난 가지 끝

에서 자홍색으로 피며, 열매는 8월에 홍색으로 익는데 매우 아름다워서 관상가치

가 있고 식용할 수도 있다. 이 식물의 약리적 응용을 살펴보면 꽃은 설사, 월경불

순 등에 이용되고, 열매는 피로회복에 이용되고, 뿌리는 당뇨병의 치료제로써 사

용되고 있다. 특히 꽃은 중국에서 타박상, 풍, 복중냉증의 치료 및 부인의 월경과

다 등에 사용되며 일본에서는 꽃의 색소를 천역착색료로 이용하기도 한다(김명조 

외, 2001). 

   장미과에 속하는 해당화는 주로 관상용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상업적으로는 오

일과 차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김지우 외, 2018). 

   이상의 결과, 해당화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이 기대되어진다.

   향후 해양치유자원은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산･학･연･관의 지속적이고 보다 체

2) 작은 잎이 끝부분에도 1개가 달리는 홀수의 깃꼴 겹잎.(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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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연구･관리･감독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해양치유 목적으로 적합한 자

원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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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에센셜 오일

  1.에센셜 오일 개념

    에센셜 오일이란, 특성에 따라 방향 식물의 꽃, 잎, 줄기, 열매, 뿌리 등 각

기 다양한 부위로부터 증류 또는 압착 추출한 100% 순수한 천연오일을 말한다. 에

센셜 오일은 휘발성이 강하고 그들 특유의 향과 효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사과

정 중 만들어지는 식물의 필수 에너지로서 세포 조직내외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향

을 발산하는 구조상의 특징을 가진다. 분비구조는 식물의 꽃, 꽃잎, 잎, 줄기, 나

무, 봉우리, 열매대, 솔방울, 나무껍질, 과일껍질, 씨, 이끼 등 식물마다 다르게 

분포되어 식물의 거의 모든 부위에서 에센셜 오일을 얻을 수 있다(강승연, 2014).

  2. 호흡기를 통한 에센셜 오일의 기전

   코의 후각은 섬모가 있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향기 분자와 접촉하면 후

각 세포로 전달된다.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 향기 분자의 정보는 후각신경을 통해 

변연계로 전해지고, 대뇌 피질은 고도의 사색과 판단기능을 하며 그리고 변연계는 

감정과 느낌을 생성한다. 변연계의 자극은 시상하부로 전달되고 자율신경계와 호

르몬계를 지배하는 뇌하수체에 신호를 전달한다.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의 명령에 

따라 자율신경계에 자극을 주거나 호르몬을 생산한다(하병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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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후각 체계

출처: www.gog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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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뇌파

  1. 뇌파의 정의

   

   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로 심리적·정신적 활동을 조율하

는 곳이다. 뇌신경의 전달 방식인 뇌파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자극 및 정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반응한다(Kim, J. Y., 2009). 따라서 이러한 뇌파를 이용하여서 그 

파형을 분석함은 피시험자의 반응을 객관화고 정량화 하고자 할 때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진복희, 2014; 한재희 역, 2009).

  뇌파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통신할 때 발생되는 전기적 신호의 일정한 총

합이다. 대뇌 신경세포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 피질에 있는 추체세포

(pyramidal cells)의 시냅스 후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일정한 총합으로서 뇌의 전

기적 활동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최윤식, 2009).

  2. 뇌의 구조

[그림 2-2] 뇌의 구조

출처: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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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는 두개골 내에 수용되어 있는 중추신경계의 일부로 대뇌(cerebrum), 소뇌

(cerebellum), 간뇌(diencephalon), 뇌간(brain ste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뇌

는 뇌의 가장 큰 부위로 좌우대뇌반구로 나뉜다. 좌우대뇌반구는 다시 전두엽

(frontal lobe), 후두엽(occipital lobe), 두정엽(parietal lobe), 측두엽

(temporal lobe)으로 나누어진다(고재문 외, 1999; 윤중수, 1999).

   전두엽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운동기능, 언어 문법을 이해하고, 감정조절, 주

의, 의욕, 사고와 후각 기능 등 다양하다. 측두엽은 양쪽 귀 위의 옆머리 부분으

로 기억 및 저장, 청각 기능, 물체 또는 사람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 후두엽은 

체성감각인지, 시공간 파악 능력, 계산 기능,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정보가 

저장되는 곳이다. 그리고 시각 정보가 전달되어 시각 인지가 일어나는 부위로 가

장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고재문 외, 1999).

  3. 뇌파의 종류

    대뇌피질에서 뇌파에 반영되는 뇌의 전기적 활동은 주로 신경세포에 의해 발

생한다. 뇌파는 개인차이가 있고,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뇌파는 각성 시와 수면 시에도 파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차가 있다(강

승연, 2014).

  뇌파는 흥분성 신경세포와 억제성 신경세포들의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진동 성분들로 이루어진 전기적 신호들을 주파수 대역별로 구분할 수 

있다.뇌파는 알파(α)파, 베타(β)파, 감마(γ)파, 델타(δ)파, 세타(θ)파의 5종

류로 구분하고 그 속도에 따라 α파를 기준으로 서파와 속파로 구분한다(김충식, 

2013).

    가. 델타파(4Hz 이하)

   

   델타파는 최고 100㎶의 큰 진폭과 0.1∼3Hz 정도의 적은 주파수를 보이는 파형

으로써 두뇌기능이 완전히 이완된 정상인이 깊은 수면상태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신진아, 2016). 의식 수준은 외부 의식에서 내부 의식으로 완전하게 몰입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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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각성되어 시간과 공간을 완전하게 지배하여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며 최고의 명상 의식을 갖는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정남주, 2010). 정상 성인의 각성 시 나타나면 뇌종양, 뇌염 등의 

병적인 요인의 판단 근거가 되며(김정주, 2015), 근육긴장, 수면장애 또는 심한 

피로 및 극심한 스트레스, 심리적인 불안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차은숙, 2013). 

뇌파 측정 시 각성상태, 눈 깜빡임 등에 의해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남광

이, 2014).

   나. 세타파(4~8Hz)

   세타(θ)파는 잠에 빠져들 때의 뇌파로 서파수면파 또는 졸음파라고도 부르는

데, 주파수 대역은 4Hz~8Hz로 알파(α)파보다 느린 서파(slow wave)이다. 이 뇌파

는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이나 명상하는 동안에 나타나기도 하며, 통찰력이 커지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존재한다(김동구 외, 2005). 세타(θ)파는 유아가 부모로부

터 귀여움을 받는다든지 또는 모유를 먹는 것과 같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 100㎶ 

정도의 세타(θ)파가 나타나는데(신애경, 2003), 수면 상태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뇌파로 4-5세의 소아기에 나타나 성인이 되면 줄어들지만, 일반 성인기가 되어도 

두정부 또는 측두부에서 관찰되기도 한다(김충식, 2013).

   명상상태에서 뇌파는 세타(θ)파의 활성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며 알파(α)파

도 높게 나타나는 반면 베타(β)파는 낮게 나타난다(박재근, 2002). 

Klimesch(1995)는 뇌가 알파(α)파와 세타(θ)파 교차(α파/θ파 crossover)상태

일 때 창조성과 텔레파시가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Veron등(2003)에 의하

면 세타(θ)파는 작동기억(working memory)의 등록(encoding)과 검색(retrieval)

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Egner 등(2003)과 Veron(2005)은 최고

성과 수행력(peak performance)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선희  

등(2001)과 김용진(2000)은 수리활동, 논리적 사고활동, 창의적 도형 문제 풀이와 

산수 암산의 문제풀이에 관련된 활동에서는 서파인 세타(θ)파가 우세하다고 밝히

고 있으며, Klimesch(1995)과 Sterman 등(1994)은 세타(θ)파는 뇌파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창의성과 학습능력에 공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충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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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파파(8~12Hz)

   알파(α)파는 정상 성인의 각성, 안정 및 폐안 상태에서 잘 나타난다. 알파

(α)파는 기초 율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뇌파의 기본이다. 알파(α)파는 기억이

나 뇌에서의 정보처리속도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vans,1999).눈을 

뜨면 억제(α-blocking)되고, 긴장하거나 집중되는 정신활동에서는 감쇠

(attenuation)된다. 알파(α)파는 뇌가 이완된 상태로서 근육도 동시에 이완되면

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발생된다.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 알

파(α)파가 잘 생성된다. 따라서 알파(α)파를 유도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서 

매우 안정된 상태가 된다. 알파(α)파는 명상에 의해 쉽게 유발될 수 있는데, 김

동구 등(2005)은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알파(α)파는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역

할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꿈이나 명상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알파(α)파가 

없으면 기억을 할 수 없다고 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안정된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알파(α)파 훈련을 많이 행하다가 그 후에는 과도한 각성상태(over 

arousal)의 완화에도 알파(α)파를 이용하였다(류창수 외,1998). 알파(α)파는 뇌

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린이의 알파(α)파 주파수는 4~6Hz정도이고 성

장하면서 점점 높아져 15세경에는 성인의 주파수와 같은 8~12㎐ 정도가 된다. 높

은 알파(α)파 영역인 10~12Hz는 장기기억(Long-term semantic memory)의 감각정

보처리(Sensory process)와 관련이 있다(Veron et. al, 2003).

   Galin & Ornstein(1972)은 언어적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좌반구에서는 알파

(α)파 리듬이 감소하고 우반구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공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와는 반대로 우반구에서 알파(α)파 리듬이 감소하고 좌반구에서는 변

화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창식, 2013).

   김용진과 장남기(2001)는 명상 활동이 긴장 상태의 두뇌를 이완시켜 집중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Tjoa(1975)는 알파(α)파나 세타(θ)파와 같은 저 뇌파 상태

에서 집중력이 증진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며, 중간 알파(α)파(10~11

㎐)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고 밝히고 있다(김창식, 2013).

   박경희(2004)는 전전두엽의 뇌파가 명상 상태의 두뇌 기능을 잘 반영할 수 있

는 부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용진과 장남기(2001), 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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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98)은 눈을 감은 안정 상태에서는 후두부의 뇌파가 알파(α)파 우세현상을 

보이는데 비해, 명상 상태에서는 두뇌 전체에서 알파(α)파 우세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전두엽 부위에서 높은 활성을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김창

식, 2013).

   라. SMR파(12~15Hz)

   SMR파의 주파수 범위는 12~15Hz이며 속파(fast wave)에 속하며 대뇌피질 중 감

각피질(Sensor Cortex)과 운동피질(Motor Cortex)에서 발견되는 뇌파이며, 의식의 

상태가 휴식상태(알파파)에서 활동상태(베타파)로 변하는 중간과정에서 발생하는 

뇌파이다(최윤식, 2009). 주의력 부족 시에 주로 이 영역을 집중훈련하며, 간단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할 때 관계되며,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이 

이루어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정확히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나타난다(박

재훈, 2013). 뇌의 각성 정도를 나타내주는 척도이며(최윤식, 2009), 베타파에 비

해 적은 에너지로 일을 쉽게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박재훈, 2013).

   

   마. 베타파(12~30Hz)

   베타파는 2∼20㎶의 진폭과 13∼30Hz 정도의 주파수이며 정신활동이나 신체적 

운동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베타파는 불안과 같은 긴장 상태와도 관련이 있으며, 

청각, 촉각, 그리고 정서적 자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남광이, 2014). 즉 자

극이 새롭고 신기한 것으로 지각되면 베타파가 나타나지만 자극에 습관화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베타파가 사라진다(장창용, 2001). 각성, 민첩성, 집중, 인식력

과 관련되어 있으며 능동적 뇌 기능 수행 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

뇌에 나타난다(곽민수, 2014). 폐안 시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나 사라지지 않으면 

약물복용이나 스트레스, 불안, 잡념, 두통, 근육긴장에 따른 진동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최윤식, 2014). 뇌기능의 활성화된 상태나 두뇌 반구의 기능의 우세함을 

베타파의 활성정도나 알파파 활성의 역관계로 해석하고 있다(오윤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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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종류 파장대 의식상태

델타δ파 0.1~3Hz 깊은 수면 상태나 뇌 이상 상태

세타θ파 4~7Hz 수면 상태

알파α파 8~12Hz 이완 및 휴식 상태

SMR파 12~15Hz 주의 상태

낮은 베타β파 16~20Hz 집중, 활동상태

높은 베타β파 21~30Hz 긴장, 흥분 상태, 스트레스 상태

감마γ 30Hz 이상 뇌 손상, 극도의 각성 및 흥분 상태

   바. 감마파(30Hz 이상)

   감마파는 5㎶의 진폭과 30~50Hz 정도로 극도의 각성과 흥분 등 정서적으로 초

조한 상태에서 발생하며, 전두엽과 두정엽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뇌파이다(신

진아, 2016). 감마파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발생하며, 두뇌의 여러 영역을 

조직화하여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추리, 판단,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도의 인지 정보처리와 관련 깊다고 알려져 있다(이덕영, 

2016). 정신적으로 총력 집중할 때 발생하는 특정적인 뇌파이기도 하며(임창현, 

2016), 외부 의식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로서 심신의 상태는 불안, 공포, 

흥분, 분노 등 부정적인 상태 즉, 항상 마이너스의 감정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정남주, 2010).   

<표 2-1> 뇌파의 종류와 특성

출처: 김대식 외, 2001.

   시각적 해석에 따르면 전통적 뇌파검사는 의식적인 행동을 줄이면 알파(α)파

가 감소하고, 의식적 노력을 기울일 때는 베타(β)파가 증가한다고 판단한다.   

주로 알파(α)파와 베타(β)파가 변하는 형태로 뇌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그침으

로써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Papanicolaou 등,1998; Petsche 등,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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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뇌파측정

   뇌파는 EEG(electroencephalogram)라고도 하며 객관적이고, 비침습적이며 연속

적으로 간단하게 대뇌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뇌파측정은 두피로부터 대뇌피질의 

신경세포군에서 발생되는 미세한 전기적 파동의 총화를 체외로 도출하고 이를 증

폭하여 전위를 종축으로 시간을 횡축으로 하여 두피 상에서 기록하는 것이다(김대

식·최장욱, 2001).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침습적(invasive) 방법과 비침습적

(noninvasive) 방법이 있다. 침습적(invasive) 방법은 뇌 속에 작은 바늘전극을 

삽입하고 이 전극을 통하여 신경세포들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비침습적(noninvasive) 방법은 피부에 부착하여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반영하는 방

법이다. 뇌파가 변화하는 요인으로는 개인 및 연령차, 신체의 생리변화, 정신활동 

및 지각자극, 의식상태의 변화, 뇌 내 병적 과정 혹은 질병상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 활동의 변화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간질이나 불면

증 같은 수면장애의 진단과 임상에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EEG는 국제 10-20시스템(Jasper,1958)기준에 의해 두피의 정해진 위치에서 측

정하는데, 약 10만개에 해당하는 신경 세포들의 활동을 탐지(detecting)한다.

   뇌기능의 측정기술은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두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신경 영상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뇌의 기능적 신경회로를 직

접적으로 영상화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신경영상분야의 기술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는 CT(computerized tomography), 양전자 단층촬영을 하는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자기공명 영상장치인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즉 fMRI(functional MRI)와 단일 광전자방출 단층 촬영법

(SPECT) 등이 있다(김충식, 2013).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는 방사성 포도당을 뇌에 주입하여 뇌의 활

동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장비들의 가격이 아주 고가이므로 기기의 운용에 높은 비

용이 발생한다(Carlson, 2002).

   fMRI(functional MRI)는 주입하는 화학물질은 없지만 산소 소비의 증가를 측정

하고 이를 영상화하여 장기 실험이 가능하지만 시간적으로 뇌의 인지 과정을 충분

히 따라가지 못하여 PET와 마찬가지로 시간 해상도에 한계가 있고 피험자가 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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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공간에 갇혀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Otte & Halsband, 2006).

   대뇌기능 평가방법 중에서 EEG는 다른 뇌 영상기법과 비교하여 아주 저렴하면

서도 큰 고통이 없고 안전하며 간단하게 뇌 활동의 변화를 빨리 감지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이고 비침습적, 연속적이며 쉬운 방법으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우

수한 검사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Zillmer & Spiers, 2001; 김대식·최장욱, 

2001). 또한 방사능에 대한 노출 위험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아. 뇌파분석

   뇌파분석은 뇌질환을 진단하거나 정신 물리학적 인지기능에 관계하는 기전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최경규,1999). 뇌가 정보처리를 하는 동안에 뉴런들

은 전기적 화학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전류를 두피에서 측정하

는 것이 바로 뇌파이다. 초기 전통적인 뇌파검사는 종이에 그려지는 뇌파의 모양

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Fisch, 1992). 그러나  

단순했던 초기 분석법이 현재는 특징추출에서 분류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분석으로 

행해지고 있다.

   뇌파분석은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 발달로 인하여 시각적인 판단 뿐 아니라 수

학적인 정량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량적 뇌파분석 방법(quantitative EEG 

analysis)의 개발로 과거의 기록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뇌파 신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정량적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Murri 외, 1998).

   현대에 들어서 뇌파는 뇌 활동의 변화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으

로 기능하고 있다. EEG는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으로서 인간시스템의 인터페

이스(human system interface: HSI)와 감성공학의 접목을 통해, 감성상태의 상관

지수가 휴식상태의 지수보다 크므로, 감성상태의 정보처리가 더 고차원적임을 보

고하기도 하였다(류창수 외,1998). 또한 EEG를 이용하여 뇌의 기능과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작용과 인지과정을 해석해 보려는 시도, 그리고 EEG 바이오피드백 

분야에서는 피검자의 뇌파를 피드백 하여 보여줌으로써 피검자의 각성상태를 안정

하게 하거나,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특정한 뇌파의 유도를 통한 오락 프

로그램의 개발 등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Fasel  et. al,1999; Jafarova & 

Shtal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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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지수 의미

자기조절지수(SRQ) 뇌의 자율신경계의 조절능력 판단

기초 율동지수(BRQ) 뇌의 발달정도와 안정성, 노화정도 판단

주의지수(ATQ) 뇌의 각성 정도 판단

활성지수(ACQ) 뇌의 활성 상태 판단

 제4절 뇌기능지수

  1. 뇌기능 지수 분석 방법

   뇌파란 시계열 신호의 특정 주파수로 확연히 구별되는 신호가 아닌 다양한 정

보가 포함되어 있는 복합 신호이므로 뇌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 그 접근 방

법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박병운(2000)의 뉴로피드백 기술에 기초한 뇌파분석은 각 파장대별 뇌파 조절

을 통한 뇌의 기능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이며, 정량적인 시계열 선형분석 

방법을 사용하는데, 뇌파 측정기에 의해 나오는 신호는 시계열(time series) 전압 

신호로서 배경(background) 뇌파와 지배(dominant)뇌파로 구분하여 뇌의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김창식, 2013).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고속푸리에변환

(FFT: 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한 주파수계열(Frequency Series) 파워스펙트

럼 분석법(Walter et. al, 1997)이다. 주파수계열(Frequency Series) 파워스펙트

럼 분석법은 시계열 뇌파 값을 주파수 계열로 변환하여 밴드별로 진폭의 세기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주파수계열(Frequency Series) 파워스펙트럼 분

석법은 모두 고전적인 선형 분석법으로서 수많은 신경세포에서 발생되는 복합적인 

신호들을 정밀분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박병운(2005)은 다음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가지 상태로 정량화 하여 

뇌 기능분석지수 정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뇌 기능을 분석한 지수는 사용목적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표 2-2> 뇌 기능 분석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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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수(EQ) 정서적 균형 상태 판단

스트레스 지수(SQ)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판단

좌우뇌균형지수(CQ) 좌뇌와 우뇌의 균형정도 판단

뇌기능 지수(BQ) 뇌기능의 종합적인 판단

출처: 박병운(2005)

   윤미경(2006)은 기혈파동 두피마사지의 효과와 중년 여성의 심리와 생리 반응 

평가에 주의지수, 정서지수, 항스트레스 지수를 사용하여 연구를 하였고, 심도현

(2005)은 게임 중독 성향이나 정서적인 성향 조사와 관련하여 활성지수나 좌우뇌

균형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백기자 등(2007a)은 8가지 지수 중 주의지수

나 자기조절지수를 이용하여 이들 지수들이 학습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임성은(2007)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조사하기 위해 질병이나 유병율과 

관련된 주의지수나 항스트레스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최숙자(2008)는 직장

인을 대상으로 한 반신욕과 등 마사지의 혈액 성상 및 뇌 기능,스트레스 평가에 

자기조절지수, 주의지수, 항스트레스 지수 등을 이용하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백기자 등(2007b)은 비만인의 뇌파 특성을 주의지수나 항스트레스 지수 등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뇌 기능분석 방법은 뇌의 발달 상태, 휴식 능력, 학습 능력, 활성 상태, 균형 

상태, 주의 집중 능력 등에 대해서 뇌파를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직접 분석하는 방

법으로 기존의 IQ검사, 적성검사, 인성검사 등과 같이 설문지와 문제풀이 방식을 

통한 간접 분석과는 다른 방법이다. 뇌 기능분석방법은 개안과 폐안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시각 정보에 대한 뇌의 반응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뇌 기능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 상태까지도 판단할 수 있고, 뇌 기능 지수는 각 파장대별 뇌파(감마

(δ)파, 세타(θ)파, 알파(α)파, 베타(β)파 등)를 서로 조절함으로써 두뇌의 기

능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수치들이다(박병운, 2005).

   뇌기능분석을 통한 뇌기능 지수는 좀 더 종합적으로 뇌의 기능을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틀로써 기존의 방법들보다 밴드별 상호 연관성에 따라 뇌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지수이다(Ryu et.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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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뇌 기능지수의 종류와 특성

   가. 주의지수 (ATQ)

   주의지수(Attention Quotient: ATQ)는 연령 기준에 따라 뇌의 각성 정도를 판

단하는 지수로 사용되는데, 뇌의 각성 정도, 질병,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나

타내 준다. 주의지수는 육체적 긴장 정도를 의미하는 델타(δ)파와 정신적 긴장 

정도를 나타내는 고 베타(β)파와 함께 지수의 수준이 결정된다. 주의지수 세타

(θ)파의 활성도를 12~15Hz대의 SMR 파의 활성도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박창수, 

2013).

   Lubar 등(1995)에 의하면 주의지수가 높게 나타나면 뇌가 맑게 각성되어 면역 

기능이 높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의지수가 낮으면 주의력과 저항력

이 약해져서 주의 산만, 기억력 감퇴, 뇌 노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주의

지수가 너무 낮으면 주의력결핍(ADD: Attention Deficit Disorder)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낮으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정신지체, 틱 장애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

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미경(2006), 최숙자(2008)는 주의지수가 높아지면 

신경이 안정되고, 주의집중력이 올라가게 되어 피로도가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 정서지수 (EQ)

   정서지수(Emotion Quotient: EQ)는 좌우뇌의 알파(ɑ)파 진폭의 차이에 의하여 

구할 수 있는데(Maulsby,1971),정서적 안정, 불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

된다. 즉, 정서지수는 알파(ɑ)파를 중심으로 해서 측정할 수 있다. 좌뇌 알파(ɑ)
파 값에서 우뇌 알파(ɑ)파 값을 뺀 값이 ‘+’이면 밝고 활달한 성격이라고 판단

할 수 있고, 반대로‘-’이면 어둡고 우울한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다(Sutton & 

Davidson, 1997). 그래서 정서지수는 명랑성향과 우울성향을 판단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명랑성향은 좌뇌가 많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우울성향은 우뇌가 상대

적으로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2

분석지수 반구 관련주파수 특성

주의 지수

(ATQ;Attention

Quotient)

(좌)

(우)
θ파,SMR

뇌의 각성 정도 판단, 질병이나 

육체적 피로에 대한 저항력

활성지수

(ACQ;Activity

Quotient)

(좌)

(우)
α파,low β파 뇌의 활성 정도 판단

정서지수

(EQ;Emotion

Quotient)

좌α파,우α파 정서적 평균 상태 판단

항스트레스지수 (좌) δ파,highβ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저항 정

   다. 활성지수 (ACQ)

   활성지수(Activity Quotient: ACQ)는 정신적 활동과 사고 능력 및 행동성향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지수로 좌·우뇌의 알파(ɑ)파의 활성도, 저 베타(β)파 활성

도 및 좌·우뇌의 전체적인 활성 정도를 나타낸다.

   Carver & White(1994)에 의하면 활성지수는 알파(ɑ)파와 낮은 베타(slow β)파

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데 활성지수 값은 상대 세기, 절대 세기, 로

그 비교와 산술 비교를 종합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좌뇌와 우뇌

의 활성지수는 그 크기가 비슷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수가 높게 나타나야 이상

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좌뇌와 우뇌의 활성지수 중 어느 한쪽 부분이 너무 높게 나타나거나 또는 너무 

낮게 나타나면 행동성향불안정, 정서불안, 언어장애, 기억력 감퇴 등 뇌기능의 불

균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Gotlib et. 

al, 1998). 한편 우뇌의 활성지수가 높으면 감성적, 직관적, 종합적이고 예술적인 

능력이 발달되며 외부 자극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좌뇌의 

활성지수가 높으면 논리적, 이성적, 수리적이고 언어적 능력이 발달하고, 외부의 

자극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표 2-3> 뇌기능 지수의 종류와 특성 



23

(ASQ;Anti-Stress

Quotient)
(우) 도 판단

좌우뇌균형지수

(CQ;Corelation

Quotient)

좌우 뇌파의

상관성
좌뇌와 우뇌의 균형 정도 판단

출처: 한국정신과학연구소, 2005.

   라. 항스트레스지수(ASQ)

   항스트레스지수(Anti-Stress Quotient: ASQ)는 스트레스의 저항력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항스트레스 지수는 내적·외적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

트레스에 대한 저항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육체적 스트레스는 인체의 긴장과 

불안, 흥분 상태를 나타내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긴장과 불안, 흥분 상태

를 나타낸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아 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다는 것

이다. 반면 항스트레스 지수는 높을수록 병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3. 아로마테라피와 뇌파와의 관계

   아로마테라피와 뇌파와의 관계를 증명한 연구로는 전광식(2011)의 연구에서 직

장 여성 33명을 대상으로 아로마를 이용하여 뇌파변화를 살펴본 결과, 측정한 3가

지 타입의 뇌파 모두가 항스트레스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

란(2011)은 그의 연구에서 에센셜오일이 후각을 통해 뇌의 변연계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어 향기가 인체에 즉각적으로 정신적, 감정적인 부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영선(2018)은 만다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그의 

연구에서 아로마 요법을 통한 뇌파측정 결과, 중년여성의 자발뇌파의 안정상태와 

각성상태, 유발뇌파의 우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차영숙

(2019)은 네롤리 에센셜오일을 이용한 아로마요법이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청소년

의 뇌파와 두뇌활용능력에 미치는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격 유형과 기질에 따라 뇌

파와 두뇌활용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면서 이에 안전하고 손쉬운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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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롤리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요법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성격유형이나 기질별로 다르게 작용한다면 안정된 집중력 향상에 도

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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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험설계

 제1절 실험대상과 실험기간

  1. 실험대상 선정

   실험대상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로마 요법에 대한 저항감이 적고, 또

한 회사와 가사 일을 병립하여야 하는 스트레스 등에 노출이 쉬운 직장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 사전 조선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실험 대상자

들에게는 모두 동의서를 받아 실험에 참여 시켰다.

   대상 수는 G*power에 근거하였으며, 효과의 크기(effect size)= .80, 그룹 수 

2개, 사전 측정횟수 1회, 사후 측정횟수 1회, 표본 수 근거 유의수준 α=.05, 검

정력(1-β)=.95으로 정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총 84명의 대상자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10% 고려하여 각 실험집단 46명 그리고 대조집단 46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직장에서 하루 8시간이상 근무하는 여성(만24세~60세 사이) 중 92

명을 선정하였다.

   단, 정확한 뇌파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예: 우울, 불안, 공황장애 

등)을 복용 중이거나 병원에서 뇌혈관 관련 진단 및 수술을 받은 자, 장미계열 향

기에 알러지가 있는 자, 그리고 알콜 의존증(주 3회 이상 음주)에 해당하는 자, 

임산부 혹은 임신 계획 중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M시와 S군의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허가 하에 게

시판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직장여성(만24~60세)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하여 

조건에 맞는 92명을 선정하였다. 랜덤 샘플링을 통해 각각 46명씩 실험군과 대조

군으로 분류하였으나 이 중 개인적 사정 및 중도 탈락 등의 인원 5명을 제외한 총 

87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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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기간과 실험 과정

   대상자 선정 후, 2020년 4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진행되었다. 87명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12~13명씩 나누어 뇌파측정과 

실험이 이루어 졌으며, 시술은 아로마테라피 전문가인 연구자 본인과 뇌파 측

정을 위한 보조 2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4월 12일 전체 참여자가 모여 실험의 과정을 설명하고, 참여 날짜를 결정하

였다. 본인의 실험일 전날 오후 뇌파를 측정하고 실험군은 밀봉된 아로마 오일 

브로치를, 대조군은 무향의 베이비 오일 브로치를 건네 받아 다음날 근무 시작

과 함께 착용토록 하였다. 착용한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 연구자에게 보내도

록 하였다. 8시간 착용 후 브로치를 제거하고 당일 전날 뇌파 측정 시간과 같

은 시간대에 뇌파를 측정하였다.

   

[그림 3-1] 본 실험에 사용된 핸드메이드 패브릭 브로치

   랜덤 샘플링을 통해 대조군(43명)과 실험군(44명)으로 나눈 각각의 집단, 

즉 대조군에게는 무향의 베이비 오일을 떨어뜨린 패브릭 소재의 브로치를, 실

험군에게는 해당화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린 동일한 브로치를 착용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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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뇌파 측정과 뇌기능 지수 평가 방법

  1. 뇌파 측정

   뇌파의 측정도구는 미국 식품의약국(USA, FDA)에‘뇌파측정 및 뉴로피드백훈련 

장치(Measuring Brain Wave and Neurofeedback Training)'로 등록되어 신뢰도를 

인정받은 뉴로하모니-S 뇌파기를 선택하였다. 

   측정 세부항목은 눈을 감고 안정상태 검사, 눈을 뜨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각

성상태 검사, 도형의 변화 모습을 보고 측정하는 공간지각 및 기억력 검사로 이루

어져 있으며, 또한 인지강도, 인지속도, 스트레스, 집중력, 좌·우뇌 균형의 두뇌

활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2. 뇌기능지수 평가

   2channel system의 뇌기능분석 프로그램인 뇌기능지수 평가는 델타(δ)파, 세

타(θ)파, 알파(α)파, 베타(β)파, SMR파를 세분하여 밴드별 상호 연관성에 따라 

두뇌의 활동 상태를 8개의 뇌기능 지수로 분석한 것이다. 뇌기능지수들은 지수별

로 서로 다른 하위 항목들의 값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뇌기능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조절지수, 기초율동지수, 주의지수, 활성지수, 정서

지수, 항스트레스지수, 좌우뇌균형지수, 브레인지수 등 8개 뇌기능지수를 모두 사

용하였다.

    가. 자기조절지수(SRQ: Self Regulation Quotient)

   자기조절지수는 뇌건강과 활동력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다. 뇌는 각성 시에 

휴식상태, 주의력상태, 집중력상태 세 가지의 상태를 자율조절하면서 활동리듬을 

통제합니다. 자기조절지수는 이 세 가지 기본 상태에 대한 뇌의 자율조절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기조절지수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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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상 보통 하 최하

100점 이상 80-100점 60-80점 40-60점 40점 이하

최상 상 보통 하 최하

100점 이상 80-100점 60-80점 40-60점 40점 이하

<표 3-1> 자기조절지수의 평가 표

   나. 기초율동지수(BRQ: Basic Rhythm Quotient)

   기초율동이란 눈을 감고(폐안), 각성상태로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나오는 뇌

파로서 연령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뇌 발달 정도, 노화정도, 안정도를 판

단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10Hz에서 기초율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령

기준이 80이하이면 자신의 연령대의 기준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 좋지 않다. 

기초율동지수의 평가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 기초율동지수의 평가 표

   다. 주의지수(ATQ: Attention Quotient)

   주의지수는 뇌의 각성 정도와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나타내는 지

수이다. 연령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령기준에 따라 뇌의 각성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뇌가 맑게 각성되어 있어 학습능력과 면역기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가 낮으면 주의력과 저항력이 약해 주의산만, 기억력 감

퇴, 뇌 노화 등을 의심할 수 있다. 너무 낮으면 주의력결핍(ADD: Attention 

Deficit Disorder)를 의심할 수 있고, 지나치게 낮으면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

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틱 장애, 경기, 정신지체 

등을 의심할 수 있다. 주의지수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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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각성 보통 산만 아주산만

80점 이상 60-80점 40-60점 20-40점 20점 이하

최상 상 보통 하 최하

80점 이상 60-80점 40-60점 20-40점 20점 이하

<표 3-3> 주의지수의 평가 표

    라. 활성지수(ACQ: Activity Quotient)

   활성지수는 뇌의 활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정신활동과 사고능력 및 행동

성향을 판단할 수 있다.

   좌뇌와 우뇌의 활성 지수에 따라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구분된다.

   좌뇌가 높으면 이성적, 논리적, 수리적이고 언어능력이 발달되었으며 외부 자

극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뇌가 높으면 감성적, 직관적, 종합적

이고 예술능력이 발달되었으며 외부 자극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상적인 것은 좌뇌와 우뇌의 활성지수가 거의 비슷하여 균형을 잡고 높은 것이

다. 어느 한 쪽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언어장애, 정서장애, 행동성향 불안정, 기

억력감퇴 등 뇌기능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활성지수의 평가는 다음

과 같다.

<표 3-4> 활성지수의 평가 표

   마. 정서지수(EQ: Emotion Quotient)

   정서지수는 정서적 안정, 불안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80점 이상이면 정서적으

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지수는 기초율동과 주의지수 및 활성지

수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서지수의 기준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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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안정 안정 보통 불안정 매우 불안정

80점 이상 60-80점 40-60점 20-40점 20점 이하

최상 상 보통 하 최하

90점 이상 70-90점 55-70점 40-55점 40점 이하

완전대칭 대칭 약간비대칭 비대칭 완전비대칭

90점 이상 60-80점 40-60점 20-40점 20점 이하

<표 3-5> 정서지수의 평가 표

   사. 항스트레스지수(ASQ: Anti Stress Quotient)

   항스트레스 지수는 내적·외적 환경요인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아 병에 대

한 저항력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항스트레스 지수는 높을수록 병에 대한 저항력

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스트레스 지수의 평가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6> 항스트레스지수의 평가 표

   아. 좌우뇌지수(CQ: Corelation Quotient)

   좌우뇌균형은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보는 지수이다. 균형은 진폭의 대칭과 위

상의 대칭성이 있다. 10% 정도의 차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좌뇌와 우

뇌의 균형이 깨지면 육체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정서장애, 활성장애 등 

다양한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좌우뇌균형의 기준 표는 다음과 같

다.

<표 3-7> 좌우뇌지수의 평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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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상 중상 중 중하 하 최하

90점 이상 80-90점 70-80점 60-70점 50-60점 40-50점 40점 이하

   자. 브레인지수(BQ: Brain Quotient)

   브레인 지수는 상기한 모든 지수들을 기반으로 뇌의 기능을 종합 평가하는 지

수이다. 이것은 IQ나 EQ와 달리 직접 뇌파를 측정하고 뉴로피드백을 시켜봄으로서 

뇌의 반응과 조절능력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다. 브레인 지수는 IQ와 비례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단 이 지수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노력

에 의해 발달될 수 있다. 기준 표는 다음과 같다.

<표 3-8> 브레인지수의 평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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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가설설정

가설1.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조절 지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초율동 지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1.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초율동 지수(좌)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2.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초율동 지수(우)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의 지수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가설3-1.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의 지수(좌)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2.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의 지수(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활성 지수에 차이가 날 

것이다.

   가설4-1.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활성 지수(좌)에 

차이가 날 것이다.

   가설4-2.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활성 지수(우)에 

차이가 날 것이다.

가설5.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서 지수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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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6.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항스트레스 지수에 차이

가 날 것이다.

   가설6-1.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항스트레스 지수

(좌)에 차이가 날 것이다.

   가설6-2.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항스트레스 지수

(우)에 차이가 날 것이다.

가설7.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좌우뇌 균형 지수에 차

이가 날 것이다.

가설8.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브레인 지수에 차이가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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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집단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통계 CTT 유의확률 통계 CTT 유의확률

자기조절지수
실험군 .132 .079* .945 .049

대조군 .121 .200* .959 .530

기초율동지수(좌)
실험군 .081 .200* .975 .495

대조군 .184 .075 .965 .658

기초율동지수(우)
실험군 .084 .200* .989 .953

대조군 .151 .200* .967 .685

주의지수(좌)
실험군 .066 .200* .975 .510

대조군 .121 .200* .969 .730

주의지수(우)
실험군 .117 .180* .946 .056

대조군 .115 .200* .960 .551

활성지수(좌)
실험군 .092 .200* .973 .445

대조군 .140 .200* .936 .206

활성지수(우)
실험군 .127 .106* .959 .156

대조군 .123 .200* .962 .577

정서지수
실험군 .108 .200* .968 .303

대조군 .100 .200* .977 .894

항스트레스지수(좌) 실험군 .084 .200* .946 .055

제4장 실험결과

 제1절 실험 전 대조군과 실험군의 검증

   1. 정규성 검증

   작은 수의 샘플의 변수들이 정규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50개미만 3개 이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hapiro-Wilk를 사용하였

다. 하지만 Kolmogorov-Smirnova도 참고 사항으로 같이 실시하였다. 

<표 4-1> 정규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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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165 .157* .932 .167

항스트레스지수(우)
실험군 .055 .200* .966 .265

대조군 .113 .200* .935 .189

좌우뇌균형
실험군 .086 .200* .974 .484

대조군 .144 .200* .932 .168

브레인지수
실험군 .098 .200* .970 .351

대조군 .179 .092* .949 .359

사후_자기조절지수
실험군 .148 .027 .934 .023

대조군 .141 .200* .959 .530

사후_기초율동지수(좌)
실험군 .122 .138* .956 .121

대조군 .232 .006 .907 .056

사후_기초율동지수(우)
실험군 .091 .200* .980 .696

대조군 .141 .200* .948 .339

사후_주의지수(좌)
실험군 .070 .200* .989 .959

대조군 .122 .200* .956 .466

사후_주의지수(우)
실험군 .144 .037 .940 .033

대조군 .161 .183* .946 .311

사후_활성지수(좌)
실험군 .138 .052* .954 .102

대조군 .130 .200* .960 .545

사후_활성지수(우)
실험군 .156 .016 .928 .014

대조군 .158 .200* .965 .641

사후_정서지수
실험군 .160 .011 .939 .031

대조군 .260 .001 .870 .012

사후_항스트레스지수(좌)
실험군 .143 .039 .956 .126

대조군 .194 .046 .913 .072

사후_항스트레스지수(우)
실험군 .103 .200* .958 .147

대조군 .151 .200* .949 .348

사후_좌우뇌균형
실험군 .168 .006 .825 .000

대조군 .175 .109* .902 .044

사후_브레인지수
실험군 .193 .001 .885 .001

대조군 .157 .200* .979 .923

*p>0.05

   위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대부분의 항목의 정규성이 평균을 중심으로 잘 

분포되어 있으므로 본 실험의 데이터는 정규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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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기조절지수 54.85 21.506 56.95 20.009 -.290 .771

기초율동지수(좌) 64.88 9.036 66.70 8.615 -.749 .457

기초율동지수(우) 65.90 7.857 67.25 8.385 -.614 .542

주의지수(좌) 45.53 16.319 51.30 14.676 -1.335 .187

주의지수(우) 47.60 15.470 52.20 13.033 -1.141 .258

활성지수(좌) 57.18 13.617 59.45 13.233 -.616 .541

활성지수(우) 57.68 11.691 60.50 10.990 -.900 .372

정서지수 77.28 4.326 79.00 3.728 -1.522 .134

항스트레스지수(좌) 69.38 13.694 73.40 13.141 -1.087 .281

항스트레스지수(우) 69.63 13.783 73.25 11.262 -1.017 .313

좌우뇌균형 80.63 8.595 78.30 10.188 .928 .357

브레인지수 62.75 7.285 65.35 6.691 -1.338 .186

   2. 대조군과 실험군의 사전(동질성) 차이 검증

   사전 동질성의 대조군과 실험군의 비교를 위하여 t-test와 Mann-Whitney의 U

를 사용하였다. 

<표4-2> 사전(동질성) 차이 검증

*p<0.05, **p<0.01

   위 표<4-2>는 사전(동질성)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한 표이다. 

   자기조절지수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54.85, 대조군의 평균은 56.9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90이고 유의확률이 0.771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기초율동지수(좌)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64.88, 대조군의 평균은 66.70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749이고 유의확률이 0.45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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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율동지수(우)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65.90, 대조군의 평균은 67.25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14이고 유의확률이 0.54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주의지수(좌)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45.53, 대조군의 평균은 51.3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335이고 유의확률이 0.187이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주의지수(우)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47.60, 대조군의 평균은 52.2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141이고 유의확률이 0.258이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활성지수(좌)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57.18, 대조군의 평균은 59.4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16이고 유의확률이 0.541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활성지수(우)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57.68, 대조군의 평균은 60.5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900이고 유의확률이 0.372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정서지수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77.28, 대조군의 평균은 79.00으로 나

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522이고 유의확률이 0.134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항스트레스지수(좌)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69.38, 대조군의 평균은 

73.4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087이고 유의확률이 0.281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항스트레스지수(우)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69.63, 대조군의 평균은 

73.2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017이고 유의확률이 0.313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좌우뇌균형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80.63, 대조군의 평균은 78.3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928이고 유의확률이 0.357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브레인지수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62.75, 대조군의 평균은 65.3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338이고 유의확률이 0.186이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전 대조군과 실험군은 모든 변수(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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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는 대조군과 실험군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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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기조절지수 72.60 19.968 55.75 17.366 -3.265 .001**

 제2절 가설검증

  1. 가설1의 검증

   가설1.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조절 지수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표 4-3> 자기조절 지수 차이

*p<0.05, **p<0.01

   위 표는 자기조절지수의 사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한 표이다. 

   실험군의 평균은 72.60, 대조군의 평균은 55.7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265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 자기조절지수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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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초율동지수(좌) 75.05 8.415 64.30 8.785 4.597 .000**

   그래프에서도 아로마 흡입 실험 전 차이가 없었던 실험군과 대조군이 실험 후 

실험군의 자기조절지수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실험군의 경우 점수가 54.85로 앞서 제시하였던 평가표에 준거하여 ‘하’에 

속하던 것이 실험 후 72.6으로 ‘보통’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 가설2의 검증

   가설2.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초율동 지수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1.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초율동 지수(좌)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4> 기초율동지수(좌) 차이

*p<0.05, **p<0.01

   기초율동지수(좌)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75.05, 대조군의 평균은 64.30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597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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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초율동지수(우) 73.68 7.248 67.15 6.706 3.368 .001**

[그림 4-2] 기초율동지수(좌) 변화 그래프

   위 그래프에서 기초율동지수(좌)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점수가 64.88

‘보통’에서 75.05로 보통’을 유지했지만 평균점은 10점 이상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가설2-2.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초율동 지수(우)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5> 기초율동지수(우) 차이

*p<0.05, **p<0.01

   기초율동지수(우)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73.68, 대조군의 평균은 67.15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368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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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의지수(좌) 52.73 15.302 56.45 14.702 -.900 .372

[그림 4-3] 기초율동지수(우) 변화 그래프

   기초율동지수(우)의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실험 전 65.9로 평가표에 준거 

‘보통’에서 실험 후 73.68로‘보통’을 유지했으나 평균은 7점 이상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3. 가설3의 검증

   가설3.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의지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1.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의지수(좌)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표 4-6> 주의지수(좌) 차이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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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의지수(우) 61.65 15.067 57.00 16.815 -.866 .387

   주의지수(좌)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52.73, 대조군의 평균은 56.4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900이고 유의확률이 0.372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림 4-4] 주의지수(좌) 변화 그래프

   주의지수는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 두 집단 모두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통계

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설3-2.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의지수(우)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표 4-7> 주의지수(우) 차이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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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지수(우)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61.65, 대조군의 평균은 57.0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866이고 유의확률이 0.387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림 4-5] 주의지수(우) 변화 그래프

   그래프 상 주의지수(우) 실험집단은 47.5에서 61.5로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4.가설4의 검증

   가설4.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활성지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1.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활성지수(좌)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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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활성지수(우) 67.53 9.082 61.65 11.185 1.707 .093

<표 4-8> 활성지수(좌) 차이

*p<0.05, **p<0.01

   활성지수(좌)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67.53, 대조군의 평균은 61.6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707이고 유의확률이 0.093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림 4-6] 활성지수(좌) 변화 그래프

   위 그래프에서 실험군은 사전 검사에서 57.18에서 사후 검사 67.53으로 증가했

으나, 통계적으로는 대조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설4-2.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활성지수(우)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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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활성지수(우) 72.90 8.694 64.85 10.261 -3.085 .002**

<표 4-9> 활성지수(우) 차이

*p<0.05, **p<0.01

   활성지수(우)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72.90, 대조군의 평균은 64.8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085이고 유의확률이 0.002이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7] 활성지수(우) 변화 그래프

   위 그래프에서 활성지수(우)의 실험군의 사전 검사 점수는 57.68로 평가표에 

준거하여‘보통’에 속하던 것이 사후 검사 결과 72.9로 15점 이상 상승하여 

‘상’으로 상승하였다. 우뇌가 높으면, 감성적, 직관적, 종합적이고 예술능력이 

발달된 것으로 외부 자극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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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서지수 83.53 4.982 79.60 4.031 -2.912 .004**

 

  5. 가설5의 검증

   가설5.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서지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0> 정서지수 차이

*p<0.05, **p<0.01

   정서지수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83.53, 대조군의 평균은 79.60으로 나

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912이고 유의확률이 0.004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8] 정서지수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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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항스트레스지수(좌) 80.18 9.540 74.35 12.575 2.001 .050

   정서지수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사전검사 점수가 77.28로‘안정’

에 속하던 것이 사후검사에서는 83.53으로‘매우 안정’으로 변화되었다. 즉 정서

적으로 안정되어 불안정한 상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6. 가설6의 검증

   가설6.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항스트레스지수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6-1.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항스트레스지수

(좌)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1> 항스트레스지수(좌) 차이

*p<0.05, **p<0.01

   항스트레스지수(좌)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80.18, 대조군의 평균은 

74.3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001이고 유의확률이 0.050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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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항스트레스지수(우) 80.53 9.044 73.85 11.659 2.443 .018*

[그림 4-9] 항스트레스지수(좌) 변화 그래프

   항스트레스지수(좌)는 실험전과 실험후의 평균점이 10점 이상 상승하기는 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6-2.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항스트레스지수

(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2> 항스트레스지수(우) 차이

*p<0.05, **p<0.01

   스트레스지수(우)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80.53, 대조군의 평균은 73.85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443이고 유의확률이 0.01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50

변인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좌우뇌균형 85.33 8.612 79.60 9.023 -2.470 .014*

[그림 4-10] 항스트레스지수(우) 변화 그래프

   위의 항스트레스지수(우)에서 실험군의 사전점수는 69.63으로‘상’에서 사후

점수‘최상’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항스트레스지수가 높을수록 병에 대한 저항

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실험이 항스트레스지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가설7의 검증

   가설7.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좌우뇌 균형지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3> 좌우뇌 균형지수 차이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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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브레인지수 75.22 7.329 66.15 6.823 -4.303 .000**

   좌우뇌균형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85.33, 대조군의 평균은 79.6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470이고 유의확률이 0.014이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1] 좌우뇌 균형지수 변화 그래프

   그림과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사전 사후‘대칭’으로 실험군 쪽이 유의미

하게 더 증가하였다. 

   8. 가설8의 검증

   가설8. 해당화 에센셜 오일의 흡입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브레인지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4> 브레인지수 차이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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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지수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75.22, 대조군의 평균은 66.1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303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2] 브레인지수 변화 그래프

   브레인지수는 상기한 모든 지수를 기반으로 뇌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수로, 실험군의 사전 점수 67.75 ‘중’에서 사후 점수 75.22로‘중상’으로 레

벨 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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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찰

   해당화는  한국, 중국, 일본 등지 바닷가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비타민 C가 풍

부하며, 항산화 효과와 간 보호기능 및 간독성 해독작용 등이 보고(박정욱, 2006; 

김명조 외, 2001; 허문종 외 2007)되고 있는 식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화 아

로마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여 직장여성의 뇌파 분석을 통해 뇌기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직장여성 92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해당화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린 패브릭 브로치를 착용하기 전 뇌파검사를 1회, 다

음 날 8시간 착용 후 동일한 시간에 뇌파검사 1회를 실시하였다.

   뇌파의 측정도구는 미국 식품의약국(USA, FDA)에‘뇌파측정 및 뉴로피드백훈련 

장치(Measuring Brain Wave and Neurofeedback Training)'로 등록되어 신뢰도를 

인정받은 뉴로하모니-S 뇌파기를 선택하였다. 

   측정 세부항목은 눈을 감고 안정상태 검사, 눈을 뜨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각

성상태 검사, 도형의 변화 모습을 보고 측정하는 공간지각 및 기억력 검사로 이루

어져 있으며, 또한 인지강도, 인지속도, 스트레스, 집중력, 좌·우뇌 균형의 두뇌

활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2 channel system의 뇌기능분석 프로그램인 뇌기능지수 평가는 델타(δ)파, 세

타(θ)파, 알파(α)파, 베타(β)파, SMR파를 세분하여 밴드별 상호 연관성에 따라 

두뇌의 활동 상태를 8개의 뇌기능 지수로 분석한 것이다. 뇌기능지수들은 지수별

로 서로 다른 하위 항목들의 값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뇌기능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조절지수, 기초율동지수, 주의지수, 활성지수, 정서

지수, 항스트레스지수, 좌우뇌균형지수, 브레인지수 등 8개 뇌기능지수를 모두 사

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해당화 아로마 오일을 착용한 실험군에서 자기조절지수, 

기초율동지수 좌, 우, 활성지수 우, 정서지수, 항스트레스지수 우, 좌우뇌균형지

수, 그리고 브레인 지수 등 총 8개 영역의 뇌파분석에 의한 뇌기능 지수에 있어 

서 주의지수 좌, 우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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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값을 얻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이애란의 연구(2011)에서 아로마를 매개로 항스트레스지수의 

변화 값을 측정하였을 때 항스트레스지수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

다. 최승완(2014)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라벤더 아로마를 이용하여 우울과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뇌파를 검사한 결과, 사용 후 유의미적으로 뇌파에 작용하여 우

울과 수면장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외에도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뇌

파검사를 한 연구가 다수 있으며(차영숙, 2019; 김영숙, 2017; 민은실, 2015) 위

와 같은 연구들은 본 연구가 뇌파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뇌기능차이의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차은숙(2013)은 30~40대 여성에서 뇌파촉진마사지와 아로마 요법 시행 전, 후 

뇌파를 측정한 결과로 아로마를 적용하여 뇌파촉진마사지(Brain Healing Therapy, 

BHT)를 처치한 결과, 기초율동지수, 정서지수, 좌 ‧ 우뇌균형지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또한 단순 뇌파촉진마사지 보다 아로마 요법을 더한 뇌

파촉진 마사지가 뇌기능 지수에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흡입만으로도 대부분의 측정지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는데, 이는 아로마 요법이 뇌의 긴장상태를 이완시켜 주며, 뇌의 균형 

상태에 영향을 미치면서 심리적인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황춘숙(2007)은 아로마 흡입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연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안정작용이 있는 아로마 흡입 후 휴식상태에서 알파파의 증가를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우종 등(2015)은 아로마 향이 학업 스트레스와 뇌파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였는데, 실험은 스트레스 검사지 작성 후 편

안한 의자에 앉아 있는 3분 동안 아로마 냄새 맡고 다시 스트레스 검사지를 작성

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아로마 흡입집단이 무향통제집단에 비해 학업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알파파도 증가함으로써 아로마 향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잠재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마조람 에센셜 오일 향기요법을 실행하여 수면의 질에 미치는 뇌파를 분석한 

정한나와 최현주(2012)의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에 좋은 세타파를 증가시키고, 수

면에 방해가 되는  베타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마조람 에센셜 오

일 향기요법은 대뇌의 여러 부위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세타파를 출현시키며, 각성

뇌파인 알파파와 베타파를 모두 감소시키는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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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당화 아로마 오일 역시 수면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체효과도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및 타 뇌파에 영향을 준 아로마 흡입의 연구 결과 대부분이 뇌파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를 유추해보면 뇌파는 작은 것에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 뇌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로마라는 향기가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연구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뇌파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화는 한국의 바다 근처에서 흔히 목격되는 식물로 에센셜 오일로 실험한 결

과 위와 같은 뇌지능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해양치유자원으로서 뇌파 외에도 여러 영역에서의 해당화 활용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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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실험결과의 요약

   자기조절지수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72.60, 대조군의 평균은 55.7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265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실험군의 자기조절지수는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 즉 가설1

은 채택되었다.

   기초율동지수(좌)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75.05, 대조군의 평균은 64.30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597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실험군의 기초율동지수(좌)는 긍정적으로 상승되었다. 

즉, 가설2-1은 채택되었다. 기초율동지수(우)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73.68, 대조군의 평균은 67.1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368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실험군의 기초율동

지수(우)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 즉, 가설2-2는 채택되었다.

   주의지수(좌)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52.73, 대조군의 평균은 56.4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900이고 유의확률이 0.372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실험군의 주의지수(좌)는 긍정적으로 향상되

었다고 볼 수 없다. 즉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주의지수(우)을 살펴보면, 실험군

의 평균은 61.65, 대조군의 평균은 57.0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866이고 유의확률이 0.38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으

므로 실험군의 주의지수(우)는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가설 3-2

는 기각되었다.

   활성지수(좌)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67.53, 대조군의 평균은 61.6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707이고 유의확률이 0.093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볼 수 없어 실험군의 활성지수(좌)는 긍정적으로 향상되었

다고 볼 수 없다. 즉 가설 4-1은 기각되었다. 활성지수(우)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72.90, 대조군의 평균은 64.8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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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번호 변수 가설채택여부

 가설 1 자기조절지수 채택

 가설 2

 

기초율동지수(좌) 채택

기초율동지수(우) 채택

이 -3.085이고 유의확률이 0.00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실험군의 활성

지수(우)는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정서지수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83.53, 대조군의 평균은 79.60으로 나

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912이고 유의확률이 0.004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실험군의 정서지수는 긍정적으로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설 5는 채택되었다.

   항스트레스지수(좌)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80.18, 대조군의 평균은 

74.3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001이고 유의확률이 0.050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 볼 수 없어 실험군의 항스트레스지수(좌)는 긍

정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가설 6-1은 기각되었다. 항스트레스지수

(우)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80.53, 대조군의 평균은 73.8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443이고 유의확률이 0.01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로 실험군의 항스트레스지수(우)는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즉, 가설 6-2는 채택되었다.

   좌우뇌균형을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85.33, 대조군의 평균은 79.6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470이고 유의확률이 0.014이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실험균의 좌우뇌균형지수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설 7은 채택되었다.

   브레인지수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은 75.22, 대조군의 평균은 66.1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303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실험군의 브레인지수는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 즉, 가설 

8은 채택되었다.

<표 5-1> 가설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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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3

 

주의지수(좌) 기각

주의지수(우) 기각

 가설 4

 

활성지수(좌) 기각

활성지수(우) 채택

 가설 5 정서지수 채택

 가설 6
항스트레스지수(좌) 기각

항스트레스지수(우) 채택

 가설 7 좌우뇌균형지수 채택

 가설 8 브레인지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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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구결과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직장여성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뇌파측정을 통한 뇌기능차

이 분석을 통해 해당화 아로마 오일의 해양치유자원으로서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해당화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여 직장여성의 뇌파 측정 자료를 통하여 해

양치유자원으로서의 해당화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둘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직장여성의 뇌파를 직접 측정한 연구가 전무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뇌파를 직접 측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뉴로하모니라는 비교적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뇌파측정기로 개개인의 뇌

파측정을 하고, 긍정적 뇌파 향상을 위해 훈련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해당화 아로마 오일을 착용한 실험군에서 대다수의 지수

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 값을 얻었는데 이는 이애란의 연구(2011)에서 아로마를 매

개로 항스트레스지수의 변화값을 측정하였을 때 항스트레스지수가 높아졌다는 연

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최승완(2014)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라벤더 아로마를 

이용하여 우울과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뇌파를 검사한 결과, 사용 후 유의미적으로 

뇌파에 작용하여 우울과 수면장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외에도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뇌파검사를 한 연구가 다수 있으며(차영숙, 2019; 김영숙, 2017; 

민은실, 2015) 위와 같은 연구들은 본 연구가 뇌파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뇌기능차

이의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본 연구 및 타 뇌파에 영향을 준 아로마 흡입의 연구 결과 대부분이 뇌파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를 유추해보면 뇌파는 작은 것에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 뇌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로마라는 향기가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연구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뇌파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정확한 시간에 뇌파 측정을 위해 상

대적으로 사무직의 정규직 직장여성들이 실험대상이 되었다. 이는 힘든 노동이나 

시간제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의도치 않게 실험에서 제외되는 실험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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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동 강도가 강한 일하는 여성들이 포함된 뇌파 실

험이 요구된다.

   둘째,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연구 자료나 이와 관련한 뇌파 실험은 찾아보기 힘

들어 실험적용까지의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휴대폰을 이용해 착용 사진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험시간 동안 대상자에 

대한 밀착관찰이 불가하였다.

   넷째, 실험 후 뇌기능 지수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트레이닝까지는 이르지 못하

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위와 같은 한계를 본보기 삼아 보다 진화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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