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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urrent society is getting complicated and industrialized due to the 

development of material civilization, people suffer from different kinds of 

unknown diseases caused by pollution.  Especially, children are suffering 

from skin problems and respiratory ailments.  Additionally, household 

goods at home containing too much chemicals and preservatives cause 

many side effects. 

Therefore, people can make household goods at home using different 

kinds of aromatic oils to solve this problem and reduce the side effects.  

This DIY process also gives people a chance to experience aromatic oils 

and gain specialized knowledge about aromatic oils as they gradually get 

used to using them. Once they are experienced enough, they can be a 

specialist in aromatic oils and customized management. 

This plan is the most effective long-term plan rather than a 

short-term plan and also helps to make the expense twice or three 

times lower. 

I selected the 10 household goods of everyday living that people 

generally use most and presented the process of making DIY 

aromatic products specifically.   The instruction of the process was 

made carefully that it can be applied to essential oils that suit skin 

types physically, spiritually, and emo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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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when following the instruction are 

as follows:

As for the aromatic candles, when you melt aromatic candles and stir 

the gel too much or simmer it too long after it melted, it might have 

bubbles when you pour it into a container.  

As for the bathing products, when you combine sodium bicarbonate 

and citric acid and it is not powerful enough or you keep them stay 

too long, they are not easily combined. 

As for the toner, when you mix solubilizer, essential oil, and water 

together and do not stir in one direction, the oil and water get 

separated. 

As for the lotion, when the water temperature and the temperature 

of emulsifying wax are not same, they do not get thick enough.

If you pay attention to the matters mentioned above, you can make 

more satisfied products. 

Next, to measure the customer satisfaction, 20 participants followed 

the same recipe and made 10 products. The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were measured in a panel form. The result showed 

that 8 (aromatic gel candle, lip balm, toner, lotion, perfume, soap, 

and shampoo) out of 10 products had high satisfaction, while 2 

(conditioner and bath salt) products had high dissatisfaction. 

We produced a conditioner that is good for hair loss and a bath salt 

for arthritis. To be use these products effectively, the ratio of 

essential oil should be used up to 5 percents and the frequency of 

use should be more increased and the products will be more 

effective for a long-term use rather than a short-term use. 

In short, the recipes of aromatic DIY are not fixed but flexible 

depending on the symptom or physical condition of people using the 

product. As long as you pay attention to several matters in process 

of DIY, you will find out the products that suit you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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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초초초 록록록

현사회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복잡해지고 산업화가 되면서 공해 등으로 인

해 인간들은 원인모를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피

부질환과 호흡기질환등으로 고생하고 있다. 또한 생활속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

의 대량 생산화로 필요 이상의 방부제를 첨가하게 됨으로써 생겨난 부작용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오일을 가지고 생활용품들을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므로 이런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일반인들

이 아로마를 쉽게 접하게 되므로 자연스레 생활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습관화

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게 하여 

확실한 전문인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관리가 가능케

하고자 한다. 단기적인 효과의 기대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비용면에서도 2～3배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생활속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10가지 제품을 선정해 아로

마 DIY를 중심으로 제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조 과정 특징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부에 맞는 에센셜 오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

으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제조되었다. 

 제조 시 주의해야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젤리 향초의 경우 젤리를 녹이는 과정에서 젤리를 너무 많이 젓거나 젤리가 

다 녹았는데도 오래 끓이면, 용기에 녹인 젤리를 부었을 때 기포가 생기는 

현상이 일어난다.

입욕제의 경우 중탄산나트륨과 구연산을 뭉치는 과정에서 뭉치는 힘의 강도

가 너무 약하거나 시간이 과초과 되었을 경우 잘 뭉쳐지지 않는다.

스킨의 경우 솔루빌라이저, 에센셜 오일, 글리세린, 물을 섞는 과정에서 한 

방향으로 잘 젓지 않으면 오일과 물이 분리되어버린다.

로션의 경우 물의 온도와 이멀쉬 파잉왁스의 온도가 똑같지 않으면 걸쭉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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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이상에서 열거한 점들을 주의하여 활용하면 보다 나은 제품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제품 효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10개의 제품을 20명의 연구 

참여자 중 똑같은 레시피로 제조하여 사용해 효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도

를 패널 방식으로 하였다. 그 결과 10개의 제품 중 8개(젤리향초, 립밤, 입욕

제, 스킨, 로션, 향수, 비누, 샴푸)의 제품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제

품 2개(린스, 목욕용 소금)의 제품은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린스는 탈모에, 목욕용 소금은 관절염에 좋은 제품을 제조하였다. 이러한 결

과를 놓고 볼 때 탈모나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에센셜 오일의 비율을 5%까

지 사용하고 사용횟수를 늘이고 단기간 사용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

기간 사용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로마 DIY는 좋은 레시피가 정해져 있다기보

다는 개인의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고 제조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고려

하여 제조한다면 각자에게 맞는 제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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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현대인들은 건강과 동시에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도 강해지고 있으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길어진 평균 수명과 함께 각자 개성적이며 다양한 삶의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다양한 소비계층을 형성
하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향상과 함께 미적 욕구는 더욱더 전문화,
고급화,차별화를 요구하고 있다.1)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식물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면서 그 향기와 효능을 다
양하게 활용해왔다.아로마테라피는 몸에 좋은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코나 피부를 통해 흡수해서 심신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몸에 어떤 증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 생활습관이나 처해있는 환경․심리상태
등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이다.그런데 현대의학은 다른 주변 조건들은 중요하
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증상과 병 자체만을 연구하고 치료한다.이에 반해 아
로마테라피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피부 등을 치료해 가는 생활의술이다.증
상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천편일륜적인 처방이 아니라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모든 치료법이 달라진다.
이런 성질 때문에 아로마테라피는 비과학적이란 오명을 받아왔지만 오히려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처방이라는 사실로 인해 환자는 자신
을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고,2)자연치료법인 아로마
테라피를 의학적인 방편으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유럽의 선진국 의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이유가 되었다.

1)백미현,“직장여성의 향기요법에 관한 주관성 연구”,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
2000,p.1

2)오흥근.“아로마테라피 핸드북”,양문사,2002,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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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테라피의 효과는 집중력 결여,기억력 장애,불안,우울증,노인성 치매 등
정신장애에 효과적이다.또한 살충효과,담배냄새,화장실 냄새,두통,불면증 등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피로효과뿐만 아니라 가려움증,여드름,습진,무좀,건강한 피
부유지,탈모방지 등 일반인에게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널리 성행하
고 있다.3)과거의 선조들은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신체 건강과 피부 등을 관리했
다.예를 들어 건강한 머릿결을 위해 창포로 머리를 감고 동백기름을 바르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쑥을 이용했으며 향낭이나 약초베개 등을 사용하였다.
현사회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복잡해지고 산업화가 되면서 공해 등으로 인
해 인간들은 원인모를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특히 어린아이들은 피부
질환과 호흡기질환등으로 고생하고 있다.또한 생활속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의
대량 생산화로 필요 이상의 방부제를 첨가하게 됨으로써 생겨난 부작용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오일을 가지고 생활용품들을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
게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또한 일반인들이 아로마를 쉽게
접하게 되므로 자연스레 생활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습관화가 될 수 있고,다양한
경험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게 하여 확실한 전문인의 역할을 하
게 함으로써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관리가 가능케 하고자 한다.단기적인 효과의
기대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낸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로마테라피가 갖는 장점을 접하게 함으로써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해 어려운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여러 분야
에 거쳐 이러한 아로마테라피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체계와 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구성 전개
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직접 제조할 수 있는 활용 방법과 그 효
능 및 효과에 대해서 본 연구는 살펴보고자 한다.

3)정미랑,“아로마 지식정도와 향 선호도에 관한 비교”,조선대학교 디자인 대학
원,2004.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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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아로마 DIY에 관한 연구로 신체적,정신적,정서적,피부 등의 증상
에 적용할 수 있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제안하였고 DIY과정을 통해 10가지의
제품을 제조하였다.제조된 제품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20명이 직접 제조해
서 사용해 보고 효과에 대해 패널방식으로 조사했다.그러나 20명이 10개의 제
품을 같은 레시피로 제조하지는 않았다.한 제품당 같은 레시피로 제조된 사람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논문의 필요성,내용 및 방법,제한점 등으로 구성되었
다.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아로마의 역사적 배경과 발달과정,향의 분류,
오일의 특성 및 활용,적용 분야로 구성되었다.3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 아로마
DIY의 제조 방법을 알아보고자 젤리향초,립밤,입욕제,스킨,로션,향수,비누,
샴푸,린스,목욕용 소금 등의 만드는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완성품을 만들
어 보았다.아로마 DIY를 같은 레시피로 제조하여 사용하고 효과를 조사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로 아로마 DIY를 통해서 얻어진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제제제 333절절절 제제제한한한점점점

① 제품의 제조 시 용량과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워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② 개인의 질환별 및 기호도,선호하는 향,피부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조해
야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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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 111절절절 역역역사사사적적적 배배배경경경과과과 발발발달달달 과과과정정정

고대 이집트에서는 최초로 아로마를 이용해서 치료,마사지,미용의 목적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BC.3000년경 메네스(Menes)왕의 무
덤에서는 향유물질과 유물이 발견되었다.BC.1320년대 투탄카문(Tutankhamun)
무덤에서는 감송(Spikenard)오일과 프랑킨센스(Frankincense)오일이 함유된 항
아리와 연고가 발견되었다.이집트 벽화에 나타난 그림들은 여인들이 시녀들로
부터 아로마 연고나 오일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
으며,상류계층들은 시신을 미이라로 보존하기 위해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아로마
향을 사용했음을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도는 오늘날의 의학의 초석이 된 아유르베다(Ayurvedic)가 있으며 꽃과 식
물 등을 종교,문화,의료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상류계층들은 향료에 관심이 많았다.만찬에 초대 받았
을 때나 페스티벌,축하공연 등에는 필수적으로 선물을 증정하거나 사용하였다.
히포크라테스는 아로마 마사지와 목욕으로 건강을 유지했으며,의학적으로 아
로마 치료법이 행하여졌고,미용학적으로는 클레오파트라가 자스민과 장미를 이
용하여 미용과 최음효과를 극대화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페르시아의 철학자이며 의사인 이반 시나(Ibnsina)는 식물에서 오일을 추출하
는 방법을 창안한 사람이며,오일추출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쉽게 사
용할 수 있도록 아로마 사용과 의학적 식물들에 관한 아로마 치료의 표준치를
만든 사람이다.이는 마사지와 견인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연구하였으며,마사
지에 해독과 이뇨효과를 가진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였고 독소제거를 위한 식이
요법으로 과일 단식을 추천하기도 하였다는 것이 그의 저서 「TheCanonof
Medicinae」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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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C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아로마틱 물질의 사용을 꺼려하게 되었다.
16C에는 이탈리아인들에게 향수에 대한 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키는 계기로 발
전되었고,장갑과 소매 가장자리에 향료를 부착한 의복이나 소품들이 유행하였다.
19C유럽에서는 새로이 발명되는 신 의학의 약제 및 의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개발로 화학적이며 과학적인 조제에 대한 약제들이 질병 치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근대의학이 혁신적인 치료로 발전하는 시기였다.
1882년 윌리암 화이트라(William whitla)의 저서 「MatereaMedica」는 22가
지의 오일에 대한 새로운 참고 서적으로 평가되는데 주 내용은 에센셜 오일에
의해 치료적 효과 및 효능을 임상학적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수록하면서 의학적
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아로마 식물과 허브에 의한 자연요법인 아로마 치료는 구시대적이거나 민간요법
의 수준으로 인식되어지고 다만 몇몇 지역에서 허브의 치료적 효능에 대한 관심
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1937년 프랑스의 화학자인 르네 모리 카트포제(Rene-MauriceGattefosse)는
아로마테라피에 관한 책을 저술하면서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떠오
르게 되는데 현재 통용되고 있는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ie)”라는 용어는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그 후 의사 장 발레트(Dr,Jeanvalnet)는 에센셜 오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선구자이며 인도차이나 전쟁에서의 군의관 시기에는 정신적
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치료를 위해 에센셜 오일을
성공적으로 이용하였으며,선진 유럽국가의 의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생화학자인 마가렛 머레이(MarguriteMaury)는 에센셜 오일에 마사지를 첨가
하였으며 오일의 특성을 미용에 적용하는데 큰 관심을 가졌다.
영국의 로버트 티저랜드(RobertTisserand)는 아로마 치료로 가장 잘 알려진
연구자로서 1977년에 「TheartofAroma-therapy」를 비롯한 다수의 저술활동
을 통하여 아로마 치료의 대중화에 큰 공헌을 했다.
우리나라는 허준의 동의보감,기미론,사찰에서의 침향 등 향기요법의 역사를
볼 수 있다.향낭을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참포로 매고․감기,출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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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을 이용한 좌욕,여름철에 쑥을 태워 연기로 모기를 쫓는 등 우리 생활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4)
역사적으로 볼 때 에센셜 오일은 육체적․정신적 면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사실에서 현대인들에게 피부미용의 영역뿐만 아니라 신경정신과 등
의 의학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대체 요법의 한 분야로 행해지고 있다.5)

제제제 222절절절 아아아로로로마마마 오오오일일일의의의 향향향의의의 분분분류류류

222...111아아아로로로마마마 오오오일일일의의의 휘휘휘발발발성성성
향취는 너무나 추상적일 뿐 아니라 그 느낌을 쉽게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공통된 표현방법은 없다.
그러나 감각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정감을 나타내는 언어로도 사용한다.
향취의 느낌을 "노트(note)"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로즈노트(rosenote)는 “장미의
꽃 향취”를 의미한다.공기 중에 휘발되는 속도에 따라 시간적으로 변화하는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느껴지는 향취의 느낌을 탑(top),미들(middle),베이스
(base)노트로 분류한다.6)
아로마 오일의 휘발속도는 다음과 같다.
<<<표표표 111>>>에에에센센센셜셜셜 오오오일일일의의의 휘휘휘발발발속속속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분분분류류류

4)권경옥,“아로마 치료”,지구문화사,2002,pp.20～35.
5)안영희,“허브 방향성 아로마 성분 분석”,대전카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원,석사논문,2002,p.3.

6)하병조,“아로마 테라피”.현문사,2000,pp.33～35.

구구구분분분 작작작용용용 및및및 특특특성성성 해해해당당당오오오일일일

탑노트
(topnote)

․오일 혼합 시 빠르게 향을 느낄 수 있다.
․민감하며 침투적이다.
․전체적으로 블렌딩된 배합향의 성격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휘발성이 강하며,향기의 지속시간은 3시간 이내 이다.
․전체향의 5～10%를 차지하는 것이 좋다.

감귤류 오일,
페퍼민트,바질
타임,시너먼,
유칼립투스,
클로브버드,
클라리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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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아아아로로로마마마 향향향의의의 유유유형형형
향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표표 222>>>향향향의의의 유유유형형형

미들노트
(middlenote)

․부드러우면서 원만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주로 인체기능과 같은 소화기관,일반적인 신진대사 등에
쓰인다.

․대부분의 오일이 여기에 속한다.
․6시간에서 2～3일 정도 향이 지속된다.
․전체향의 50～80%를 차지하는 것이 좋다.

주니퍼베리
라벤더
제라늄
마조람
로즈마리
로즈우드

베이스노트
(basenote)

․피부 깊숙이 침투하며 깊고 심오한 느낌을 준다.
․향의 지속성을 위해 고착제로 쓰인다.
․마음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하는 성분이 있다.
․일주일이상 향이 지속되며 인체에 강하게 직접적으로 반응
한다.

․전체향의 5%이내를 차지하는 것이 좋다.

프랑킨센스
샌달우드
파출리
몰약
시더우드
자스민

유유유형형형 특특특징징징 오오오일일일
아니스 열매 향
(anisic) 사탕 과자 향,상쾌한 향 페널,아니시드

발삼 향(balsamic) 기름지고 달콤하며,따뜻한 느낌
바닐라 향 연상,하향의 고착제로 쓰임 벤조인

캠퍼 향
(camphoraceous) 신선하고 산뜻한 약초 향 카제풋,유칼립투스,

로즈마리
감귤 향(citrus) 자극적이고 신선함 베르가못,레몬 등 냉각

압축법으로 추출한 오일
침엽수 향(conifer)녹색 침엽수 수지에서 추출되는 향으로

상쾌하고 활기를 줌 파인
흙향(earthy) 풍부하고 신선한 느낌 샌달우드,진저
분향(faecal) 인돌이 함유되어 나오는 향 자스민,투버로즈,백합
꽃향(floral) 화초 계열의 향 자스민,로즈,일랑일랑
과일 향(fruity) 천연과일 향 라임
약초 향
(herbaceous) 균 냄새와 희미한 나무 향,신선한 향 라벤더,마조람,로즈마리,

타임
민트 향(minty) 멘톨 향,상쾌함,내부 장기 깊숙이 스

며드는 듯한 향 페퍼민트,스피어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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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아아아로로로마마마 향향향의의의 성성성격격격
향은 무척 다양한 느낌들이 있는데,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표표 333>>>향향향의의의 성성성격격격

222...444아아아로로로마마마 향향향의의의 강강강도도도
오일을 블렌딩할 때는 자신에게 잘 맞는 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향

기를 혼합하여 원하는 오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 향기의 강도를 측정하여
구별할 필요가 있다.다음은 각 에센셜 오일이 갖고 있는 향기의 강도를 알
기 쉽게 숫자로 구분한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향기가 강하다.7)

7)오홍근,“아로마 테라피 핸드북,”.양문,2002,pp.41～47

기름진 향(oily) 고착제를 연상시킴 일랑일랑
페퍼 향(peppery) 따뜻하면서도 건조한 향 블랙페퍼
스파이시 향(spicy)혀와 코를 찌르는 향 클로브 버드,시너먼,진저
나무 향(woody) 나무와 비슷한 향 시더우드,샌달우드

성성성격격격 특특특징징징
균형 잡힘(balanced) 골고루 화합이 잘 되는 향
확산성(diffusive) 제라늄,일랑일랑 같은 오일
건조(dry) 파출리처럼 메마른 느낌을 주는 향
평범(flat) 특징이 없고 평범한 향
신선함(fresh) 감귤 향
거침(harsh) 시트로넬라,레드타임 같은 와일드한 향
무거움(heavy) 자스민,일랑일랑
가벼움(light) 질이 높은 오일로 네롤리,프랑스산 라벤더
곰팡내(musty) 베티버
풍부함(rich) 일랑일랑,로즈,클로브 버드
날카로움(sharp) 레몬,카제풋
달콤함(sweet) 로즈,아니시드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향
매끄러움(smooth) 부드러운 발삼 향으로 샌달우드,시더우드
따뜻함(warm) 진저,블랙페퍼,자스민,로즈 같은 스파이시 계통



- 9 -

<<<표표표 444>>>향향향의의의 강강강도도도

제제제 333절절절 아아아로로로마마마 오오오일일일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활활활용용용

333...111아아아로로로마마마 오오오일일일의의의 안안안전전전성성성
아로마 오일은 식물의 꽃,줄기,열매,뿌리,잎 등에서 추출한 휘발성이거나
인화성이 있는 물질로 독성이 매우 강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그 성질이 다양하
다.피부가 민감한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으로 사용 전 패취 테스트
(patchtest)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 뒤편,목덜미,팔꿈치의 안쪽 부위에 바르고 15분 후 피부상태와 자극반응을
관찰한다.완전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48시간 경과 후 피부상태를 보는 것이
정확하다.피부 표면의 붉은 반점이나 이상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욱 희석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을 금한다.
감귤류(시트러스계열)에서 얻어진 아로마 오일에는 베르갑텐(bergaptene)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있어 일광 알러지와 피부염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피부두께가 얇은 눈 준위,점막부근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
며 임산부,고혈압,간질 환자 등은 주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너그메그 777 네롤리 555 라벤더 555
레몬 555 레몬그래스 666 로즈(앱설루트) 777
로즈(오토) 777 로즈마리 666 로즈우드 555
만다린 555 몰약 777 바질 777
베르가못 555 블랙페퍼 777 샌달우드 777
스파이크 라벤더 666 시너먼 777 시더우드 666
시트로넬라 666 아니시드 777 안젤리카 999
오렌지 스위트 555 유칼립투스 888 주니퍼 베리 555
진저 777 클라리 세이지 555 클로브 버드 888
타임 777 파출리 777 패널 666
페티그레인 555 페퍼민트 777 프랑킨센스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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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아아아로로로마마마 오오오일일일의의의 시시시너너너지지지 효효효과과과
에센셜 오일의 이용 시 적당한 배합은 치료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시너지 효과란 두 가지 이상의 에센셜 오일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 생기
는 상승작용을 말한다.즉 베르가못에 티트리를 혼합하여 사용하며,피지가 많거
나 여드름이 있는 피부와 방광염에 효과적이고,라벤더를 혼합하면 정신적 안정
과 근심․걱정,스트레스에 효과적이다.또 로즈마리와 함께 사용할 때는 피로를
없애주고,자스민의 경우에는 최음,항우울,신경통의 문제에 시너지 효과를 주
기 때문이다.시너지 효과는 19C프랑스의 피아제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에센셜
오일의 3가지 노트 즉 상․중․하 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나는 것이
다.8)

333...333아아아로로로마마마 오오오일일일의의의 작작작용용용원원원리리리
에센셜 오일은 코의 후각이나 호흡기,피부 등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데 이
분자들은 혈관으로 들어가 온몸으로 퍼져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정상화 시키고
체외로 배설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어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구체적인 오일의 흡수경로는 다음과 같다.
<<<표표표 555>>>아아아로로로마마마 에에에센센센셜셜셜 오오오일일일의의의 흡흡흡입입입경경경로로로

8)정미랑.“아로마 지식정도와 향 선호도에 관한 비교”,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
문.2004.p.22.

기체상태
후각을 통한 흡수 코 → 실리아 → 후각구 → 후각신경 → 변연계 →

시상하부 → 뇌하수체 → 자율신경계

호흡을 통한 흡수 코 → 부비강 → 인두 → 후두 → 기관지 →
폐포 → 혈관 → 온몸

액체상태 피부를 통한 흡수 표피 → 진피 → 림프계 → 혈액 → 온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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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아아아로로로마마마 오오오일일일의의의 사사사용용용법법법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한다.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점막이나 점액부위에 직접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희석하는 방법은 공기 중에 확산시키는 방법,목욕물에 희석시키는 방법,마사지
용 식물성 오일에 희석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일반적인 아로마 오일의 사용방
법은 다음과 같다.
1)확산법 (Diffusion)
실내에서 아로마 램프,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아로마 향을 분자상태로 확산 시
키는 방법을 말한다.아로마 램프에 에센셜 오일을 1～3방울정도 떨어뜨려서
2～3시간 정도 발향하는 것이 좋다.실내의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작용을 하며,
세균의 번식을 막고,호흡기 감염,불면증 또는 심리적으로 지쳐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스프레이를 이용할 경우 아로마 오일과 반응성을 고려해 세라믹이나 유리재질의
용기가 좋다.9)

2)습포법(Compress)
습포법은 전신마사지가 여의치 않을 때 신체의 각 부위별로 찜질을 해주는 것
을 말한다.통증이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찜질하는 방법으로 피곤함을 없애주
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며 통증완화,울혈제거,염증 개선 등에 효과적이다.
더운 습포는 근육통,신경통,종기,부스럼,귀 통증,생리통 같은 만성통증에 좋
고,찬 습포는 편두통,두통,열날 때,뼈에 부상이 있거나 인대가 손상되는 등의
급성질환에 좋다.습포법은 한번에 최소한 30분～1시간 정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1.5ℓ정도의 물에 에센셜 오일을 5～10방울을 떨어뜨린 후 잘 섞은 다음
수건에 적셔 적당히 짠 후 통증부위에 찜질한다.10)

9)하병조,“아로마 테라피”,수문사,2000,pp.37～38.
10)오흥근 외16명,“피부미용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훈민사,2002,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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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흡입법(Inhalation)
코로 향을 들이 마심으로써 가장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몸 전체는
물론 감정 등에 영향을 주며,바이러스의 성장을 막고 박테리아를 제거시키며
통증을 없애고 진정 거담작용을 한다.
특히 호흡기 감염,부비감염,천식,감기,기침,두통,편두통 등에 효과적이다.
흡입법은 습식․건식 흡입법이 있다.
습식 흡입법은 따뜻한 물에 에센셜 오일을 4～5방울 떨어뜨려 향이 증발하도록
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이며,건식 흡입법은 손수건이나 거즈에 에센셜 오일
을 1～2방울 떨어뜨려 향을 흡입하는 방법이다.

4)마사지법(Massage)
마사지는 건강을 유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써 진통,스트
레스,긴장 등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마사지의 주요효과는 첫째,혈액순환을 높여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둘째,경직된 근육을 풀어 긴장을 해소시켜준다.셋째,림프의 배출을 촉
진시켜 정체되어있는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 시켜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사지는 캐리어오일(carrieoil)에 에센셜 오일을 희석하여 사용하고 얼굴의 경
우 1%,신체는 3%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또한 증상과 피부의 상태에 따라 적
절히 배합 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

5)목욕법(Bath)
목욕법은 전신욕,반신욕,좌욕,족욕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전신욕은 근육이완과 긴장해소,피로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에센셜 오일을 4～5방울 떨어뜨린 후 오일과 물이 잘 섞이도록 저
어 준 다음 15～20분 동안 몸을 담근다.목욕이 끝나면 샤워를 하거나 수건으로
닦아내지 말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말리는 것이 좋다.

11)하병조,“아로마테라피”,수문사,2000,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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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욕은 배꼽정도 물을 받아서 에센셜 오일을 4～5방울 넣고 담그는 방법이다.
전신욕에 비해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좋다.
좌욕은 앉았을 때 물이 허리에 찰 정도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붓고 에센셜 오일
2～3방울 떨어뜨려 잘 섞어 준 다음 10분정도 하는 것이 좋으며 치질이나 변비
증상을 완화시킨다.
족욕은 발목이 잠길 정도로 물을 대야에 받아서 에센셜 오일을 2～3방울 떨어뜨
려 10분정도 발을 담근다.발은 우리 신체의 모든 장기들이 모여 있음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12)

제제제444절절절 아아아로로로마마마 오오오일일일의의의 종종종류류류

444...111에에에센센센셜셜셜 오오오일일일
연구에 사용한 에센셜 오일 종류를 정서적․정신적․신체적 피부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표표표 666>>>탑탑탑 오오오일일일의의의 분분분류류류

12)송진희 외1인,“허브 아로마 라이프”,대원사,1998,pp.70～75.

분분분류류류
탑탑탑 오오오일일일
명명명칭칭칭,,,학학학명명명

정정정서서서,,,정정정신신신적적적 작작작용용용 신신신체체체적적적 작작작용용용 피피피부부부효효효능능능

그그그레레레이이이프프프 프프프루루루트트트
(((CCCiiitttrrruuussspppaaarrraaadddiiisssiii)))

스트레스해소
우울증해소
중추신경균형유지

호르몬 조절
부종제거
신장과 혈관계 정화
갱년기 증상
분만촉진제

피지조절
여드름 피부
살균효과

만만만다다다린린린
(((CCCiiitttrrruuusssrrreeetttiiicccuuulllaaatttaaa)))

마음을 밝게 고양시킴
우울과 불안을 없애줌
아이들을 차분하게 해줌

소화촉진
우울증으로 식욕을
잃었을 때
신진대사의 정상화
장 진정,장내가스배출

피부톤에
활력을 줌.
세포를
건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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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777>>>미미미들들들 오오오일일일의의의 분분분류류류

오오오렌렌렌지지지
(((CCCiiitttrrruuussssssiiinnneeennnsssiiisss)))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
줌
기분을 밝게 해줌
우울증해소

림프 순환
식욕증진
항우울증
신경성,위궤양

기미완화
콜라겐형성

분분분류류류
미미미들들들 오오오일일일

명명명칭칭칭,,,학학학명명명
정정정서서서,,,정정정신신신적적적 작작작용용용 신신신체체체적적적 작작작용용용 피피피부부부효효효능능능

주주주니니니퍼퍼퍼베베베리리리
(((JJJuuunnniiipppeeerrruuusss
cccooommmmmmuuunnniiisss)))

마음을 진정시킴
기억력 강화
정신적 피로 해소

지방분해에 뛰어남
이뇨 작용
체내 노폐물 및
독소 배출

피부염,습진,상처,
피지제거
클린징 효과,
건성

제제제라라라늄늄늄
(((PPPeeelllaaarrrgggooonnniiiuuummm
gggrrraaavvveeeooollleeennnsss)))

두려움을 없애줌.
기분 상승효과
스트레스해소

호르몬 작용을
정화시킴.
월경장애.이뇨작용
노폐물 배출
혈관 수축

수렴, 균형 작용.
여드름제거.튼 살.
피부청결유지.
혈색을 좋게 해줌,
모든 피부타입에
사용가능

로로로즈즈즈마마마리리리
(((RRRooossseeemmmaaarrriiinnnuuusss
oooffffffiiiccciiinnnaaallliiisss)))

기억력 증진.
두뇌기능촉진.
정신적 피로회복.
무기력 증.

저혈압.두통.
비만.혈액순환촉진
탈모방지

늘어진 피부.
강력한 수렴효과.
부기를 가라앉힘.

라라라벤벤벤더더더
(((LLLaaavvvaaannnddduuulllaaa
aaannnggguuussstttiiifffooollliiiaaa)))

스트레스.불안.
우울증해소.불면증

진정.진통작용.
고혈압을 낮춤.
박동수를 낮춤.

방부효과 여드름.
종기.
피부재생 벌레물린
데 피부감염

일일일랑랑랑일일일랑랑랑
(((CCCaaannnaaannngggaaaooodddooorrraaatttaaa)))

분노,불안,쇼크,
공포제거.두려움.질투.
관절 등을 진정시킴

자궁강장효과
유방탄력 유지
최음작용

피지분비의 밸런스
조절
(건성,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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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888>>>베베베이이이스스스 오오오일일일의의의 분분분류류류

444...222캐캐캐리리리어어어 오오오일일일
에센셜 오일은 티트리,라벤더,레몬 등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사용이 불가능하다.이때 에센셜 오일을 희석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오일이 캐리어 오일(베이스 오일)이다.
캐리어 오일은 종류에 따라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잘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연구에 따른 몇 가지 캐리어 오일을 고찰하고자 한다.
1)호호바 오일(Jojobaoil)
호호바 오일은 피부의 피지구조와 흡사하여 모든 피부타입에 잘 맞으며 비타민 E,
단백질,미네랄 등이 함유되어있어 여드름 피부나 염증,건성,습진,피부에 좋다.특
히 쉽게 산화되지 않고 침투성이 뛰어나 마사지용 오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로로로즈즈즈우우우드드드
(((AAAnnniiibbbaaarrrooosssaaaeeeooodddooorrraaa)))

기분을 고양시켜 주고 원
기를 북돋아 주는 작용
항우울 작용

중추신경 진정작용.
살균소독제
최음효과.

세포재생효과
건성피부
예민하고 염증이
있는 피부

분분분류류류
베베베이이이스스스 오오오일일일

명명명칭칭칭,,,학학학명명명
정정정서서서,,,정정정신신신적적적 작작작용용용 신신신체체체적적적 작작작용용용 피피피부부부효효효능능능

샌샌샌달달달우우우드드드
(((SSSaaannntttaaallluuummm aaalllbbbuuummm)))

진정,이완 작용과 불안
우울상태 해소

방광염
흉부질환에 효과적
호르몬 근절과 균형
폐경기 증후군 완화

노화된 피부
탈수된 피부
건조성 습진
여드름 피부완화

프프프랑랑랑킨킨킨센센센스스스
(((BBBooossswwweeelllllliiiaaacccaaarrrttteeerrriii)))

기분을 고양시킴
자신감 회복
심리적 불안과 강박
관념상태에 효과
산후우울증

방광염,신염,천식,
코감기,기침,기관
지염
자궁 강장제

주름제거,지성피부
노화 피부회복
필링 후 재생
피지분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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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맞이꽃 오일(Eveningprimroseoil)
왕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우는 이 오일은 필수지방산인 감미리놀레인산의 함
량이 높아 항염증작용이 있다.아토피,예민한 피부 등 피부트러블에 좋으며,마
사지보다는 얼굴에 에센스로 많이 사용한다.

3)윗점 오일(Wbeatgerm oil)
밀과 보리의 배아에서 추출되며 비타민 A,D,E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눈
주위와 목주름 등 노화 피부에 적합하다.산화방지 효과가 있음으로 다른 캐리
어 오일에 5%정도 첨가하여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4)로즈힙 오일(Rosebipoil)
로즈힙 오일은 오렌지의 약 20배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으며 수분공급과
수분 밸런스를 조절해 준다.노화피부,건성피부,기미,상처,화상,습진,흉터,
튼 살에 효과적이다.

제제제555절절절 아아아로로로마마마 오오오일일일의의의 적적적용용용분분분야야야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우리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영향뿐만 아니라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55...111신신신체체체적적적 질질질환환환
신체적 질환에는 위궤양,두통,기관지염,관절염,염좌,요통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다.연구에 필요한 몇 가지 질환들만 고찰하고자 한다.
1)관절염
관절부위의 염증으로 여러 가지 증상과 합병증이 오는 것을 말하며 크게 골
관절염과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나뉜다.골관절염은 운동 등으로 인해 관절
이 손상을 입거나 관절이 찢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으며 류머티즘성 관절염은
인체의 방어 조직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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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유칼립투스,페퍼민트,로즈
마리,제라늄,타임,주니퍼베리,캐머마일 로먼,레몬 등이 있다.

2)기관지염
폐로 공기를 운반하는 기관지의 점막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며 기관지 벽에
붙어 있는 점액질 덩어리가 자극을 받아 기침을 자주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
다.기관지염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유칼립투스,타임,시너먼,레
몬,티트리,파인 등이 있다.

3)두통
두통은 기질적인 장애로 인한 원인 이외에도 과로,근육긴장,부비강 출혈,
생리,영양결핍,음식알레르기,안과,이비인후과,치과 질환의 영향으로 발생
한다.두통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마조람,유칼립투스,페
퍼민트,멜리사,클라리세이지 등이 있다.

555...222정정정서서서적적적 영영영향향향
정서적 영향에는 우울,슬픔,분노,자신감 저하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

1)우울증
우울증은 일시적인 슬픔에서 우울한 감정,실망감,고통,고난,수면 불규칙,
식욕변화,전신피로,자살충동 등까지 다양한 증세를 보인다.우울증에 적용
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클라리세이지,캐머마일 로먼,제라늄,라벤더,로
즈,샌달우드,일랑일랑 등이 있다.

2)자신감 저하
의지력 부족으로 인해 어떤 일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자기 자신
에 대해 알리는 능력이 타인과 비교 했을 때 월등히 떨어진다.매사에 적극
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며,두려움에 떨고,자신에게는 비약적이다.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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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프랑스킨센스,사이프러스,레몬,페파
민트,네롤리 등이 있다.

555...333정정정신신신적적적 상상상태태태
정신적 상태에는 피로,집중력 감소,기억력 저하,불면증 등이 있다.
1)기억력 저하
기억력 저하는 심한 스트레스,우울증,혈관성 장애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난
다.과거에 대한 기억력이 흐려지며 동시에 현재에 일어난 일까지도 판단력이 떨어
진다.일시적 기억력 저하 증상은 그 원인을 해결하고 뇌의 피로를 풀어주면 회복
가능하다.기억력 저하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로즈마리,바질,주니퍼베
리,진저 등이 있다.

2)불면증
불안,긴장,과잉자극,잘못된 식생활,습관 등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소화가 다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경우에도 나타 날 수 있다13).불면증에 적용
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사이프러스,라벤더,캐머마일 로먼,주니퍼베리,로즈,
일랑일랑,샌달우드,만다린 등이 있다.

555...444 피피피부부부 상상상태태태
1)피부의 유형
피부의 유형은 정상피부,건성피부,지성피부,복합성 피부,여드름 피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정상 피부
피지선과 한선을 비롯하여 피부의 전반적인 기능이 정상적이며,피부표면이 윤기
있고 매끄러운 상태를 말한다.
세안 후 당기거나 번들거리지 않고 모공이 작아 눈에 띄지 않는다.탄력성이 있고

13)오흥근,“아로마 테라피 핸드북”,양문사,2002,pp.12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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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침착이나 여드름 류가 없다.14)정상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자스민,프랑킨센스,일랑일랑,네놀리,로즈우드.제라늄,클라리세이지,로즈,캐머
마일 로먼 등이 있다.

② 건성 피부
건성피부는 일반적으로 피부 결이 가늘고 모공이 작으며 기름샘과 자극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하여 피지와 땀의 분비가 적어지고 이에 따라 피부표면은 항상 건조하
고 윤기가 없다.수분과 유분이 부족하여 세안 후에 피부가 심하게 당기고 부분적
으로 각질이나 버즘이 생긴다.
또한 저항력이 약해져 상처 나기 쉽고 피부병이 잘 생기며 다른 피부타입보다 노
화가 빨리 나타난다.15)건성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클라리세이지,
샌달우드,로즈,팔마로사,캐롯시드,제라늄,네놀리,프랑킨센스
등이 있다.

③지성 피부
피지선의 기능이 필요이상으로 촉진되어 정상보다 과다한 피지가 분비됨으로써
피부표면이 늘 번들거리며 모공은 넓어지고 각질층은 두꺼워져 피부가 두터워 보
이며 피부가 투명해 보이지 않고 탁해 보인다.T존 부위는 모공에 피지가 쌓여 오
돌토돌하고 블랙헤드가 보인다.16)
지성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레몬,제라늄,바질,프랑킨센스,
시더우드,캠퍼,일랑일랑,주니페베리,사이프러스,자스민,로즈,네롤리 등이 있
다.

14)김명숙,“피부관리학”,현문사,2003,pp.52～55.
15)이정옥,“피부학개론”,학문사,2002,pp.167～194.
16)강수경 외 2인,“피부관리학”,청구문학,2002,pp.21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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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복합성 피부
피지의 분비량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T존 부위는 지성의 형태를 보이고 볼,눈
주위,광대뼈 주위는 건성의 형태를 보인다.심할 경우에는 모세혈관 확장층 형태
로 변할 수 있음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복합성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캐머마일,제라늄,라벤더,로즈,네롤리,
팔마로사,로즈우드,일랑일랑 등이 있다.

⑤ 여드름 피부
피지가 과다하게 생산되어 배설량이 늘어나게 되고,표피가 배출되지 못하여 모공
속에서 피지가 뭉치는 현상이 나타난다.또한 각질화 현상과 모공이 막히고 그 입
구를 노폐물과 세균 등이 결합하여 염증으로 발전하면서 여드름 류가 된다.피부표
면이 윤기 있는 귤껍질처럼 보이며 모공이 눈에 띈다.17)
여드름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베르가못,유칼립투스,주니퍼베리,
라벤더,팔마로사,니아울리,티트리 등이 있다.

2)두피의 유형
두피는 피지와 각질의 분포량에 따라 크게 정상 두피,건성두피,지성두피,
민감성 두피,비듬두피,탈모성두피로 나눌 수 있다.
① 정상 두피
두피 전체가 촉촉하고,맑고,우유 빛으로 투명하며 특히 모공 주위가 노화 각질
이나 피지산화물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말하고 대부분 한 개의 모공에 2～3개의
모발이 군집되어 건강하고 윤기 있게 자라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다.정상두피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캐머마일 로먼,제라늄,라벤더,만다린,네놀리,파
출리,로즈 등이 있다.

17)김기연 외 4인,“피부관리학”,수문사,1999,pp.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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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성 두피
건성두피는 피지와 땀 분비기능의 균형이 깨져 유분과 수분의 생성이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증발된 상태이다.건조한 상태에서는 각화된 표피가 쌓여서 모공을 막거
나 점차 좁아져 모발이 가늘게 자란다.두피의 수분량이 적어 당기는 느낌이 들고
두피가 민감해지면 염증을 유발시키기도 한다.건성 두피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캐머마일 로먼,라벤더,샌달우드,일랑일랑,로즈 등이 있다.

③ 지성 두피
정상 두피와는 달리 투명감이 없고 둔탁해 보이며 과다한 피지가 두피 전체를 두
텁게 덥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면 특히 모공에 물이 고
인 것처럼 유분기가 흐르고 번들거린다.또한 세정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모공이 막
혀 있어 두피가 뿌옇게 보이기도 한다.보통 샴푸 후 3～4시간만 지나도 두피에 피
지가 생기고 냄새가 심한 경우나 여드름이 많이 난 경험이 있고 피부 타입이 지성
이라면 두피도 지성타입이다.또한 비듬이 많이 관찰되고 가려움증이 심하면 지루
성 염증을 유발시켜 두피의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능이 저하되어 더욱 악화된
다.지성 두피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베르가못,시더우드,사이프러스,
제라늄,그레이프프루트,주니퍼베리,레몬,라임,파출리,티트리,페퍼민트 등이 있
다.

④민감성 두피
두피 표면이 붉은색을 띄며 홍반 염증 또는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다.모세혈관이 확장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약한 자극에도 따갑거나 발
열현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붉어지거나,심하면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한다.심
한 경우에는 세균감염으로 인해 염증성 두피로 발전하기도 한다.민감성 두피에 적
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캐머마일,라벤더,네놀리,샌달우드,멀,로즈,제라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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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듬성 두피
비듬은 피지선의 기능과다 또는 기능저하로 인한 두피의 불균형과 함께 표피 각
질층의 비정상적인 주기에 의해 생긴다.
비듬균에 의해 비듬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가려움증이 생기고,더욱 심해지면 자극
을 받은 부위가 붉게 부풀어 오르고 습해지면서 염증을 일으킨다.
이때 세균에 의해 감염되면 두피에서 악취가 나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심하면
탈모로 진행된다.그 특징에 따라 지성 비듬과 건성 비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지성 비듬
각질 조각과 과도하게 생성된 피지가 결합하여 누런색의 덩어리를 형성한다.두피
를 긁으면 끈적끈적한 각질 덩어리가 손톱에 붙어 나오고 땀,먼지 등을 흡착한다.
지성 비듬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시더우드,사이프러스,캐머마일,라벤
더,로즈마리,티트리 등이 있다.
ⓑ 건성 비듬
무색이나 흰색의 납작하고 작은 입자의 형태로 백색의 작고 건조한 비듬이 어깨
위로 떨어진다.특히 건조한 두피에서 많이 발생한다.건성비듬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시더우드,캐머마일,라벤더,로즈마리,티트리,유칼립투스 등이 있
다.

⑥ 탈모성 두피
생리적으로 머리털이 빠지는 것을 의미하며 모발은 보통 성장기,퇴행기,휴지기
단계의 성장주기를 거치면서 빠진다.모발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약 50～100개 정도
가 빠지며 그 자리에 새로운 모발이 형성되어 성장한다.그러나 생성되는 모발의
수보다 빠지는 모발의 수가 많아지고,새로 나는 모발의 길이가 짧고 가는 모발이
많이 나타난다면 탈모가 시작되는 단계로 보고 주의해야 한다.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두피가 경직되어 있어서 손가락으로 누르면 지나치게
딱딱하다.하나의 모공에 1개의 모발만이 존재하거나 점점 가늘어지면서 힘이 없어
보이고 어떤 모공은 빈 모공인 상태로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비듬과 가려움
증을 동반하여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증세가 더욱 악화된다.탈모성 두피에
적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로즈마리,파출리,페퍼민트,일랑일랑,클라
리세이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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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제제제111절절절 아아아로로로마마마 DDDIIIYYY
DDDoooIIItttYYYooouuurrrssseeelllfff의 약어로 즉,‘‘‘혼혼혼자자자서서서 만만만들들들 수수수 있있있다다다’’’는 뜻이며 아로마

DIY는 오일을 이용하여 내게 필요한,내가 좋아하는,내게 맞는 제품을 만드
는 것이다.단순히 만들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사용하고 자신
의 건강과 정신적 여유로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111...111피피피부부부 관관관리리리실실실과과과 아아아로로로마마마 DDDIIIYYY제제제품품품과과과의의의 장장장․․․단단단점점점 비비비교교교
생활수준의 향상과 외모에 대한 가치기준이 올라가면서 피부에 관한 관심은 날
로 늘어가고 있다.또한 피부 관리가 예전에는 여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남자들
도 차츰 피부 미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피부에 관한 관
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피부 관리 제품에 관한 수요 또한 계속 늘어날 전망이
다.
피부 관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피부 관리사가 고객 상담을 통해
비용만 투자하면 고객의 피부 상태에 따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고객은 전문적
인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향의 선택이 제한적이며 전문적인 질환을 다루는 제품 또한 부족하다.
아로마 DIY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며 자신이
좋아하는 향과 피부상태에 맞는 맞춤 관리가 가능하다.그러나 제조 시 전문적인
지식과 시간 그리고 도구와 재료 등을 직접 구입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르며 만약
부작용이 있을 시에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표표표999>>>장장장․․․단단단점점점 비비비교교교

구구구분분분
비비비교교교 피피피부부부 관관관리리리실실실 아아아로로로마마마 DDDIIIYYY

장장장점점점

․전문적이다.
․편리하다.
․고객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피부상태에 맞는 맞춤 관리가
가능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향을 선택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든다.



- 24 -

111...222아아아로로로마마마 DDDIIIYYY의의의 과과과정정정시시시 고고고려려려해해해야야야 할할할 순순순서서서
1)제품 범주의 선택
어떤 종류의 제품을 아로마 오일의 사용법에 적용하여 만들 것인가를 선택
한다.
예를 들어 확산법은 젤리 향초와 향수를 만들 수 있고 얼굴 피부의 보습이나
탄력을 주고 싶으면 스킨․로션을 만들어 도포하는 방법,두피의 문제시에는
샴푸․린스를,반신욕이나 전신욕시 입욕제나 목욕용 소금 등을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

2)증상 고려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피부 등의 증상들을 파악하여 에센셜 오일을 3～4
가지를 블렌딩하는 것이 좋다.

3)향의 선택
향의 휘발성,유형,성격,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4)에센셜 오일의 비중 및 블렌딩
에센셜 오일의 용랑은 1㎖는 20방울,5㎖는 100방울,10㎖는 200방울이며 얼
굴의 경우에는 0.5～1%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위는 3%를 사용한다.심한 병
적인 경우에는 5%까지 사용가능하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다양한 성질들이 있는데 적절한 비율의 배합은 치료

단단단점점점

․비용이 많이 든다.
․향의 선택이 제한적이다.
․피부를 관리해주는 제품들은
많으나 전문적인 질환들을
다루는 제품은 부족하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제조 시 정확한 용량이 아닐 수도
있다.

․시간이 걸린다.
․도구와 재료를 직접 구입해야 한다.
․만약 부작용이 있을 때 책임을 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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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볼 수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에센셜 오일을 섞으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5)최종 아로마 제조
각 제품의 특성이나 주의점,만드는 순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한다.

6)관리 방법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빛과 열에 변화되기 쉽기 때문에 차광이 되는 유리병
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스킨,로션은 냉장 보관하고 일주일 후면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 이어야 한다.
다른 제품들도 일주일 정도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7)시험 테스트
피부에 관한 제품들은 피부에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에 관한 제품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사용해 본다.

8)자신에게 맞는 DIY
자신이 만든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피부에 이상이 있는지,향이 너무 강하지
않는지 혹은 에센셜 오일의 양이 많은지를 잘 고려하여 향이나 에센셜 오일
의 양을 조절하여 자신에게 맞는 DIY를 찾아본다.

9)아로마 DIY제품 사용 후 권유
자신이 만든 DIY 제품의 효과에 관한 실례를 들어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DIY 제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함께 만들어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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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아아아로로로마마마 DDDIIIYYY제제제조조조 방방방법법법
다음은 연구자가 연구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사진으로 통

해 그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모든 제품의 제조 시 용기를 먼저 알코올로 소독한다.
<<<표표표 111000>>>젤젤젤리리리향향향초초초 제제제조조조방방방법법법

도도도 구구구 디지털 저울. 핫플레이트. 스테인레스 스틸 막대. 내열 유리용기. 

 심지. 심지 고정대. 온도계..

재재재 료료료 젤리. 색소(빨강)0.5g. 예쁘게 꾸민 달걀껍질. 에센셜 오일(로즈마리).

용용용 량량량 30g

적적적 용용용 기억력증진 및 머리를 맑게 해 준다.(정신적)

레레레시시시피피피 젤리 30g.로즈마리 3방울.

과과과 정정정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도구도구도구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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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지털 저울에 젤리를 잰다.

② 젤리를 녹인다.

③ 색소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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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젤리의 온도가 60℃ 이하가 되면 

       에센셜 오일(로즈마리)을 넣고 저어준다.

⑤ 꾸며진 달걀껍질 속에 심지를 넣고, 

       심지 고정대로 고정한다.  

   

⑥ ④에 ⑤를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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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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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111>>>립립립밤밤밤 제제제조조조방방방법법법

18)밀랍이라고도 하며 벌집을 끓여서 얻으며 향기롭고 립밤의 유화제로 사용한다.

도  도  도  도  구구구구
 디지털 저울. 스테인리스스틸 컵. 중탕기. 계량스푼. 핫플레이트. 

 차광 립밤 용기. 스테인리스스틸 막대.

재  재  재  재  료료료료
 비즈왁스.18) 글리세린.19) 포도씨오일. 올리브오일, 벌꿀. 에센셜 오일  

 (오렌지).

용  용  용  용  량량량량  30g

적  적  적  적  용 용 용 용  거칠고 갈라진 입술(피부) 

레시피레시피레시피레시피
 비즈왁스 3g. 글리세린 0.5㎖. 포도씨오일 10㎖. 올리브오일 20㎖. 

 벌꿀 0.5㎖. 에센셜 오일(오렌지 2방울).

과  과  과  과  정정정정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도구도구도구도구>>>>

   

    ① 비즈왁스, 포도씨오일, 올리브오일을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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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표적인 천연보습제로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제품의 퍼짐성을 높여준다.

   

    ② ①을 중탕하여 녹인다.

   

    ③ ②에 글리세린, 벌꿀을 넣고 저어준다.

.    

    ④ 여기에 에센셜 오일(오렌지)을 넣고 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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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용기에 붙는다.

   

    ⑥ 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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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222>>>입입입욕욕욕제제제 제제제조조조방방방법법법

20)탄산을 발생시키는 세정제로 바스붐에 들어가면 거품을 발생시킨다.

도  도  도  도  구구구구  디지털저울. 유리용기. 스테인레스. 틀. 계량컵2개.

재  재  재  재  료료료료
 중탄산나트륨.20) 구연산.21) 글리세린, 말린 라벤더. 

 에센셜 오일(라벤더, 만다린).

용  용  용  용  량량량량  1회 사용 (입욕 시 70g 이상사용)

적  적  적  적  용 용 용 용  불면증(정신적)

레시피레시피레시피레시피
 중탄산나트륨 50g. 구연산 25g. 라벤더 3방울. 만다린 2방울.

 말린 라벤더 1g. 글리세린 3g. 

과  과  과  과  정정정정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도구도구도구도구>>>>

   

    ① 유리용기에 중탄산나트륨과 구연산을 계량하여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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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산조절제 -방부제로도 쓰인다.

   

    ② 중탄산나트륨과 구연산을 반죽하듯이 주물러서 뭉쳐준다.

   

    ③ 끈적거리면 글리세린을 넣는다.

   

    ④ 말린 라벤더를 넣고,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라벤더, 만다린)  

       을 넣은 다음 잘 뭉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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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틀에 눌러 담는다.

   

    ⑥ 틀에서 빼낸다.

   

    ⑦ 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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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333>>>스스스킨킨킨 제제제조조조방방방법법법

22)피마자유에서 추출하며 워터타입의 유화제로 사용된다.

도  도  도  도  구구구구
 디지털 저울. 중탕기. 온도계. 차광용기. 내열유리용기. 

 스테인레스스틸 막대. 핫플레이드.

재  재  재  재  료료료료
 솔루빌라이저22). 글리세린. 말린 장미23). 

 에센셜 오일(제라늄, 자스민, 샌달우드).

용  용  용  용  량량량량  100㎖

적  적  적  적  용 용 용 용  건성(피부)

레시피레시피레시피레시피
 말린 장미 1g. 솔루빌라이저 2.5㎖. 글리세린 5㎖. 

 에센셜 오일(샌달우드 3방울, 자스민 4방울, 제라늄 3방울). 

과  과  과  과  정정정정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도구도구도구도구>>>>

   

    ① 100㎖의 증류수에 말린 장미를 넣고, 허브 물을 우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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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장미를 말린 것.피부의 균형을 잡아주고,민감성,건성 피부에 효과적이다.

   

    ② 솔루빌 라이저에 에센셜 오일(샌달우드. 자스민. 제라늄)을 

       넣고 저어준다

   

    ③ ②에 글리세린을 넣고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④ ①이 40℃ 이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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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③을 ①에 ⅓씩 조금씩 부으면서 잘 섞어준다.

   

    ⑥ 차광 용기에 넣는다.

   

    ⑦ 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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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444>>>로로로션션션 제제제조조조방방방법법법

도  도  도  도  구구구구
 디지털저울. 중탕기. 온도계. 차광용기. 내열유리용기. 계량스푼

 스테인레스 스틸막대. 핫플레이트. 미니핸드블렌더 컵.

재  재  재  재  료료료료
 윗점오일. 달맞이꽃오일. 이얼쉬파잉왁스24). 증류수. 글리세롤.

 천연토코페롤25). 에센셜 오일(일랑일랑, 레몬, 제라늄, 주니퍼베리).

용  용  용  용  량량량량  100㎖

적  적  적  적  용 용 용 용  지성피부(피부)

레시피레시피레시피레시피

 윗점오일 5㎖. 달맞이꽃오일 10㎖. 이얼쉬파잉왁스 5㎖. 

 증류수 80㎖. 천연토코페롤 0.5㎖. 글리세린 0.5㎖. 에센셜 오일

 (일랑일랑 5방울, 쥬니퍼베리 3방울, 제라늄 6방울, 레몬 6방울). 

과  과  과  과  정정정정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도구도구도구도구>>>>

   

    ① 이멀쉬파잉왁스의 무게를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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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코코넛오일에서 추출하며 크림베이스의 유화재로 사용
25)비타민E.피부의 주름방지,재생에 효과적이다.

   

    ② 중류수를 끓이고 다른 한쪽에서 이멀쉬파잉왁스를 녹인다.

   

    ③ 녹인 이멀쉬파잉왁스에 윗점오일, 달맞이꽃오일을 섞어준다.

    

    ④ 증류수의 온도와 ③의 온도가 70~75℃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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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온도가 같아지면 증류수를 오일쪽으로 조금씩 붙는다.

   

    ⑥ 미니핸드블렌더를 한 방향으로 저어준다.

   

    ⑦ 걸쭉해지면 글리세린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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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온도가 40℃로 떨어지면 천연 토코페롤과 

       에센셜 오일(일랑일랑, 레몬, 제라늄, 주니퍼베리)을 

       넣어 섞어 준다.

   

     ⑨ 차광용기에 담는다.

   

    ⑩ 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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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555>>>향향향수수수 제제제조조조방방방법법법
도  도  도  도  구구구구  디지털저울. 차광용기. 계량컵.

재  재  재  재  료료료료
 무수에탄올(100%). 증류수. 

 에센셜 오일(오렌지, 사이프러스, 프랑킨센스).

용  용  용  용  량량량량  30㎖

적  적  적  적  용 용 용 용  자신감 회복(정서적)

레시피레시피레시피레시피
 무수에탄올 18㎖. 증류수 7㎖. 

 에센셜 오일(오렌지10방울, 사이프러스 6방울, 프랑킨센스14방울).

과  과  과  과  정정정정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도구도구도구도구>>>>

   

    ① 디지털 저울에 무수에탄올과 증류수를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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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무수에탄올과 증류수를 같이 차광용기에 붙고 흔들어 준다.

   

     ③ 에센셜 오일(프랑킨센스. 사이프러스. 오렌지)을 넣는다. 

   

     ④ 잘 흔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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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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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666>>>비비비누누누 제제제조조조방방방법법법

도  도  도  도  구구구구
  디지털 저울. 온도계. 내열유리용기. 핫플레이트. 비누 틀. 

 스테인리스 스틸막대. 중탕기.

재  재  재  재  료료료료
  비누 베이스. 네잎 클로버. 에탄올. 

 에센셜 오일(라벤다, 제라늄, 로즈우드). 

용  용  용  용  량량량량  100g

적  적  적  적  용 용 용 용  정상피부(피부)

레시피레시피레시피레시피
 비누베이스 100g. 라벤더 7방울. 제라늄9방울. 로즈우드 4방울.

 네잎클로버 1잎. 에탄올(기포를 없앨 만큼). 

과  과  과  과  정정정정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도구도구도구도구>>>>

   

    ① 내열 유리 용기에 비누 베이스를 잘라서 넣고, 

       디지털 저울에 계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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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내열 유리용기를 중탕용기에 넣고 비누 베이스를 녹인다.

   

    ③ 비누 베이스가 녹으면 중탕용기에서 꺼내어 온도를 60℃ 

       이하가 되게 한다.

   

    ④ 에션셀 오일을 <로즈우드. 제라늄. 라벤더> 넣고 스테인리스 

       스틸막대로 잘 저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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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비누 틀에 비누 베이스를 ⅓정도 붓고 네잎 클로버를 넣는 

       다음 나머지 비누 베이스를 붓는다.

   

      ⑥ 이때 기포가 생기면 에탄올을 뿌려주면 없어진다.

   

      ⑦ 굳으면 비누 틀에서 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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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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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777>>>샴샴샴푸푸푸 제제제조조조방방방법법법

도  도  도  도  구구구구   디지털 저울. 차광유리용기. 계량스푼.

재  재  재  재  료료료료  무향료 샴푸. 에센셜 오일(시더우드, 로즈마리, 라벤더). 호호바. 

용  용  용  용  량량량량  100㎖

적  적  적  적  용 용 용 용  비듬(피부)

레시피레시피레시피레시피
 무향료 샴푸 100㎖. 에센셜 오일(시더우드 8방울, 로즈마리 6방울,   

 라벤더 6방울). 호호바 10㎖. 

과  과  과  과  정정정정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도구도구도구도구>>>>

   

    ① 무향료 샴푸를 100㎖가 되도록 디지털 저울에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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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차광유리용기에 넣고 호호바, 에센셜 오일(시더우드, 로즈마리,  

       라벤더)을 넣는다.

   

    ③ 잘 흔들어준다. 

   

    ④ 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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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888>>>린린린스스스 제제제조조조방방방법법법

도  도  도  도  구구구구  디지털 저울. 차광유리용기. 계량스푼.

재  재  재  재  료료료료
 무향료 린스. 에센셜 오일(라벤더, 로즈마리, 일랑일랑, 파출리). 

 호호바.

용  용  용  용  량량량량  100㎖

적  적  적  적  용 용 용 용  탈모(피부)

레시피레시피레시피레시피
 무향료 린스 100㎖. 호호바 10㎖. 에센셜 오일.

 (라벤더 6방울, 로즈마리 5방울, 일랑일랑 6방울, 파출리 3방울). 

과  과  과  과  정정정정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도구도구도구도구>>>>

   

    ① 무향료 린스를 100㎖가 되도록 디지털 저울에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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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차광 용기에 넣고 호호바. 에센셜 오일(일랑일랑, 파출리

       로즈마리. 라벤더)을 넣는다.

   

    ③ 잘 흔들어준다.

   

    ④ 완성품



- 54 -

<<<표표표 111999>>>목목목욕욕욕용용용 소소소금금금 제제제조조조방방방법법법

도  도  도  도  구구구구  디지털 저울. 유리용기. 비닐봉지. 계량스푼.

재  재  재  재  료료료료
 천연소금. 식용색소(오렌지 색)0.5㎖.

 에센셜 오일(주니퍼베리, 제라늄, 로즈마리, 라벤더).

용  용  용  용  량량량량  100g. 1회 사용 시 25~30g

적  적  적  적  용 용 용 용  관절염(신체적)

레시피레시피레시피레시피
 천연소금 100g. 식용색소 0.5g. 에센셜 오일

 (주니퍼베리 6방울, 제라늄 4방울, 로즈마리 6방울, 라벤더 4방울). 

과  과  과  과  정정정정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도구도구도구도구>>>>

   

      ① 디지털 저울에 천연소금을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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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금 비닐봉지에 식용색소와 같이 넣어 잘 흔들어준다.

   

    ③ ②에 에센셜 오일(주니퍼베리, 제라늄, 로즈마리, 라벤더)을 

       넣고 잘 흔들어 혼합해 준다.

   

    ④ 용기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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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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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제제제품품품의의의 효효효과과과
제품의 만족과 불만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명의 패널을 선정하였다.이들

패널 멤버는 한 학기동안 아로마 테라피의 DIY 과정을 수료하고 상당수준
의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동시에 직접 다양한 제품을 제조한 경험
을 보유하고 있어서 각 제품 및 피부상태 또는 질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성별은 남자가 3명 여자가 17명이었다.
제품마다 똑같은 레시피로 제조해서 DIY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해 패
널방식으로 하였다.스킨과 로션,샴푸와 린스의 경우에는 같은 레시피로 제
조하여 경험하게 하였고 각 DIY의 제품마다 특성과 만드는 방법이 있기 때
문에 각각의 의견이 예상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경험하는 질문을 토대로 1:1인터뷰 조사를
하였다.제품에 대한 질문은 <<<표표표 222000>>>과 같다.
<<<표표표 222000>>>제제제품품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

이 질문을 토대로 하여 제품의 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경험,사용기간,횟수
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제품 만족도와 불만족도의 응답은 복수응답
으로 하였고 제품 불만족에 대한 경험은 응답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방법으로
제안하였다.연구 참여자의 제품의 응답결과에 대한 경험은 다음과 같다.
111)))젤젤젤리리리향향향초초초
기억력 증진 및 머리를 맑게 해주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에센셜 오일(로
즈마리)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향초에 만족한 참여자의 대부분이 집중이 잘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반면

① 제품의 종류와 레시피가 같은가?
②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③ 사용 기간 내 제품을 사용한 횟수는?
④ 제품에 만족하는가? YYYEEESSS→→→⑤⑤⑤ 번번번,,,NNNOOO→→→⑥⑥⑥ 번번번으으으로로로
⑤ 만족하는 이유는?
⑥ 불만족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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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참여자중에 어린자녀가 있는 참여자는 용기가 깨질 것 같아서 불안하
다고 했다.
달걀 껍질을 사용한 이유는 비용절감과 직접 꾸미기를 통해 작은 소품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불안하면 유리용기를 사용하면 된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공간이 너무 크기 때
문이다.이 경우는 공간 대비향이 충분히 퍼지지 않기 때문에 1～2개의 향초
를 추가 사용하면 해결된다.두 번째는 향초를 만들어 놓은지 오래되었을 경
우다.이때는 에센셜 오일이 빛과 열에 의해 향이 날아가 버린 경우로 사용
전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 사용하면 된다.

222)))립립립밤밤밤
거칠고 갈라진 입술에 바르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에센셜 오일(오렌지)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립밤에 대해 만족한 참여자의 의견은 입술을 부드럽게 해주고,튼 입술이 회
복되고 향이 좋았다고 했다.립밤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은 입술에 바르기
때문에 향에 민감하므로 시트러스 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불만족 참여자는 촉촉함이 부족해 아쉽다고 대답했다.이럴 경우에는 글리세
린 용량을 1㎖～2㎖를 사용하면 처음보다 더 촉촉함을 느낄 수 있다.

333)))입입입욕욕욕제제제
입욕제는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에센셜 오일(라벤더,
만다린)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제품에 만족한 참여자는 사용 후 숙면을 취했다고 대답했다.어떤 참여자는
숙면을 취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몸이 조금은 가벼움을 느꼈다고
했다.입욕 후 피부가 부드러워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불만족 참여자는 숙면하지 못했다,별 차이를 못 느꼈다고 대답했다.이런 경
우에는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가 있을 수



- 59 -

있다.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우울증인 경
우에는 에센셜 오일(클라리세이지)을 같이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444)))스스스킨킨킨
스킨은 건성 피부에 효과적인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샌달우
드,자스민,제라늄)을 0.5%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제품에 만족한 참여자는 자스민의 향이 좋고 피부 당김 현상이 호전되었고
각질이 없어졌다고 대답했다.
불만족 참여자는 각질이 일어나고 얼굴 피부가 당긴다고 대답했다.이럴 경
우에는 에센셜 오일의 전체 비율을 1%로 하고 특히 에센셜 오일 자스민의
비율을 좀 더 높인다.

555)))로로로션션션
지성 피부에 효과적인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에센셜 오일(일랑일랑,레몬,
제라늄,주니퍼베리)을 1% 사용하여 제조하였다.제품에 만족한 참여자는 달
콤한 일랑일랑의 향이 좋고 얼굴에 트러블이 없어졌으며 번들거림이 줄어들
었다고 대답했다.
불만족 참여자는 얼굴 볼의 당김이 있다고 대답했다.이럴 경우에는 복합성
피부이므로 에센셜 오일을 복합성 오일들을 사용하면 된다.

666)))향향향수수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오대코롱향수를 제조하기 위해 에센셜 오일(오렌
지,사이프러스,프랑킨센스)을 5%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만족한 참여자는 남자들의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는 프랑킨센스의 향이 좋다
고 했으며 떨림이 없어졌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대답했다.
불만족 참여자는 향이 연하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자신감 회복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이럴 경우 향수의 종류를 퍼품 향수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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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된다.퍼품 향수는 지속시간이 약 7시간이며 에센셜 오일 함량을 15～
30%,에탄올 농도 90～95%,수분 농도는 5～10%로 제조하면 된다.

777)))비비비누누누
정상 피부를 위한 비누를 제조하기 위해 에센셜 오일(라벤더,제라늄,로즈
우드)을 2%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제품에 만족한 참여자는 보습력이 좋았다고 대답했다.불만족 참여자는 세안
후에 얼굴에 당김이 있었다고 대답했다.이럴 때는 비누 베이스를 건성용으
로 바꾸고 에센셜 오일도 건성용을 같이 사용하면 된다.

888)))샴샴샴푸푸푸
비듬 치료용 샴푸를 제조하기 위해 에센셜 오일(라벤더,로즈마리,시더우
드)을 2%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만족한 참여자는 샴푸를 사용할수록 비듬이 줄어들었다고 대답했다.불만족
참여자는 비듬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이런 경우 심한 병적인 경우
에센셜 오일의 비율을 5%까지 사용할 수 있다.

999)))린린린스스스
탈모에 관한 린스를 제조하기 위해 에센셜 오일(라벤더,로즈마리,일랑일랑,
파출리)을 2%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만족한 참여자는 린스 사용 후 1～2달이 지나 점점 머리카락이 적게 빠졌다
고 대답했다.불만족 참여자는 사용 전․후 별다른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빠지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이런 경우 유전적인 요인일 가능성도 있고 에센
셜 오일의 비율을 조금 높이고 단 시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시간 꾸
준히 사용해 효과를 기대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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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0)))목목목욕욕욕용용용 소소소금금금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목욕용 소금을 제조하기 위해 에센셜 오일(주니퍼베
리,제라늄,로즈마리,라벤더)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만족한 참여자는 통증이 조금은 줄어드는 느낌이었고 약간의 효과가 있었다
고 대답했다.불만족한 참여자는 효과가 없었다고 대답했다.이럴 경우 일주
일에 두 번 사용 하던 것을 이틀에 한번씩 사용해보고 에센셜 오일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인다.

<<<표표표 222111>>>연연연구구구 참참참여여여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제제제품품품의의의 응응응답답답결결결과과과
분분분류류류

종종종류류류
사사사용용용기기기간간간
---횟횟횟수수수

응응응답답답
자자자명명명

제제제품품품효효효과과과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응응응답답답
자자자명명명

제제제품품품효효효과과과
불불불만만만족족족도도도 불불불만만만족족족 시시시 조조조언언언

젤젤젤리리리
향향향초초초 1주일-2회 6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다

3 용기가 불안했다 유리용기를 사용하면 된다

2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공간이 너무 넓을 경우 향
초를 만든 지 오래된 경우
(사용 전 에센셜 오일을
1～2방울 떨어뜨린다)

립립립밤밤밤 2주일-7회

8 향이 좋았다

2 좀더 촉촉했으면
좋겠다

글리세린 용량을 1㎖～2㎖
를 추가 사용한다

11 입술을 부드럽게
해 주었다

5 튼 입술이 좋아
졌다

입입입욕욕욕제제제 2주일-6회
11 사용 후 숙면했

다 1
숙면하지 못했다
별 차이를 못
느낌

신체적 이상이 있을 경우
와 우울증이 있을 경우
(에센셜 오일 클라리세이
지오일을 같이 사용한다)

4 피부가 부드러워
졌다 1 입욕 후 힘이 들

었다
전신욕보다는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좋다

스스스킨킨킨 1달-28회
5 향이 좋았다

3
각질이 일어나고
얼굴 피부가 당
긴다

에센셜 오일의 비율을 전
체 1%로 하되 에센셜 오
일 자스민의 비율을 높인
다

8
피부가 당김이
적고 각질이 없
어졌다

로로로션션션 1달-28회

3 향이 좋았다
1 얼굴 피부 볼이
당김이 있다

복합성 피부다
(에센셜 오일 중 복합성
오일을 사용한다)3 얼굴에 트러블이

없어졌다

2 얼굴의 번들거림
이 줄어들었다 1 얼굴이 화끈거리

고 열감이 있다.
에센셜 오일의 비율을
0.5%로 한다.(에센셜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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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랑일랑 비율을 적게 한
다)

향향향수수수 1주일-7회
～10회

6 향이 좋았다

3
향이 약하고 지
속적이지 못했다
효과가 적었다

퍼품 향수를 만들면 된다
지속시간:7시간
에센셜 오일:15～30%
에탄올 농도:90～95%
수분 농도:5～10%

1 떨림이 없어졌다

4 자신감이 생겼다

비비비누누누 1주일-10
회～14회 15 보습력이 좋았다 2 세안 후에 얼굴

에 당김이 있다
비누 베이스를 건성용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샴샴샴푸푸푸 1달-25회
～28회 6

샴푸를 사용할수
록 비듬이 줄어
들었다

3 비듬이 없어지지
않았다

심한 병적인 경우 에센셜
오일의 비율을 5%까지 할
수 있다.

린린린스스스 1달-25회
～28회 3 머리카락이 적게

빠졌다 5
사용 전․후 별
다른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빠지는 것 같다

유전적인 요인일수도 있으
며 에센셜 오일의 비율을
조금 높이고 꾸준히 사용
하는 것이 좋다

목목목욕욕욕용용용
소소소금금금 2주일-4회 2

통증이 조금은
줄어드는 느낌이
었고 약간의 효
과가 있었다

3 효과가 없었다
사용횟수를 이틀에 한번씩
한다
에센셜 오일의 비율을 조
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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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웰빙문화의 붐을 타고 DIY과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며 새로운 문화

코드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현재의 기술을 활용한 예술적인 작품 활동의
영역은 제조 기능을 넘어 제품의 기능을 자연에 가까운 제품으로까지 발전시
키면서 건강한 문화생활에 접목되어 우리의 생활 깊숙이 다가오는 중이다.
따라서 DIY는 자기 자신의 건강과 정신적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아로마 DIY를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면 자신에게 있어 거의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면에서 2～3배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생활속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10가지 제품을 선정해 아로마
DIY를 중심으로 제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제조 과정 특징은 신체
적,정신적,정서적 피부에 맞는 에센셜 오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제조되었다.
제조 시 주의해야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젤리 향초의 경우 젤리를 녹이는 과정에서 젤리를 너무 많이 젓거나 젤리가
다 녹았는데도 오래 끓이면,용기에 녹인 젤리를 부었을 때 기포가 생기는
현상이 일어난다.
입욕제의 경우 중탄산나트륨과 구연산을 뭉치는 과정에서 뭉치는 힘의 강도
가 너무 약하거나 시간이 과초과 되었을 경우 잘 뭉쳐지지 않는다.
스킨의 경우 솔루빌라이저,에센셜 오일,글리세린,물을 섞는 과정에서 한
방향으로 잘 젓지 않으면 오일과 물이 분리되어버린다.
로션의 경우 물의 온도와 이멀쉬 파잉왁스의 온도가 똑같지 않으면 걸쭉해지
지 않는다.
이상에서 열거한 점들을 주의하여 활용하면 보다 나은 제품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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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품 효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10개의 제품을 20명의 연구 참
여자 중 똑같은 레시피로 제조하여 사용해 효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도를
패널 방식으로 하였다.그 결과 10개의 제품 중 8개(젤리향초,립밤,입욕제,
스킨,로션,향수,비누,샴푸)의 제품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제품 2개
(린스,목욕용 소금)의 제품은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린스는 탈모에,목욕용 소금은 관절염에 좋은 제품을 제조하였다.이러한 결
과를 놓고 볼 때 탈모나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에센셜 오일의 비율을 5%까
지 사용하고 사용횟수를 늘리고 단기간 사용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
기간 사용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로마 DIY는 좋은 레시피가 정해져 있다기보
다는 개인의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고 제조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고려
하여 제조한다면 각자에게 맞는 제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삼,녹차,녹두,쑥,은행,숯 등 다양한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동양인의 피부 타입과 질환들을 아로마 오일과 접목해 제조
하고 제품화 하는 것이 추후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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