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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ftheEffectivenessofAromatherapyandMeridian

MassageonthePreventionofScalpHairLossand

ImprovementintheScalpConditionsinMiddle-agedWomen

HwangHyun-sook

Advisor:Prof.Lim KyungJoon,M.D.,Ph.D.

Departmen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Femalepopulationbetweentheagesof40and60yearsinKoreahaslong

beenover5million.Menopauseusuallyoccursbetweentheagesof48and

55,butundesirablecircumstancessuchasearlymenopauseandhairloss,are

becoming frequentdue to changes in the diet,increase in instantfood

consumption,andstress.Whenhumansarestressed,problemsoccurinthe

transitionlayerbetweenthebasallayerandcornifiedlayerofthescalp;such

problemsmayalsooccurduetoenvironmentalandgeneticfactors,including

abnormalitiesinthesebaceousglandornutritionalimbalance.

Systematic meridian massage ofthe scalp stimulates the scalp surface,

connectedmeridian,andmeridianpoints,anddirectlystimulatesthenervous

system ofthearea,leadingtomusclerelaxation,increasedcirculation,and

appropriate changes in blood pressure,heartbeat,muscularstiffness,skin

temperature,andskinmoisture.Further,thecontrolofsebum excretionby

scalpmeridianmassageaffectstheclarityofskinpores,changesinporesize,

hairhealthduringadolescencethateventuallyaffectschangesinhairloss.

An experimentinvolving aromatherapy with essentialoilblendsandscalp

meridianmassagebyusingmeridiansandacupointswasperformedaftera

5-monthdatacollectionperiod,from MaytoOctober2012.Thecollecteddata

wereanalyzedusing SPSS Win15.0,andthegeneralcharacteristicswere

describ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including realnumbers,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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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andstandarddeviation.Appropriatefrequencyandregressionanalyses

wereused,andtheresultswereasfollows.

1.When thelevelofsatisfaction on scalp condition according togeneral

characteristicswascompared,asignificantdifferencewasobservedinonly

the levelof education,with high schoolgraduates showing 3.96 and

universitygraduatesshowing3.71(t=2.586,p=0.013).

2.When thelevelofsatisfaction on scalp careafterahealthy dietand

aromatherapy was compared,the levelofsatisfaction was higher when

sleepingtimeincreased(t=-2.664,p=0.011)andinmeat-eatersthanin

vegetarians(t=5.019,p=0.004).

3.Thelevelofsatisfactiononscalpconditionafterascalpandhairmeridian

massagedidnotaffectthelevelofphysicalstress(t=-0.110,p=-1.429).In

addition,thecombinationofaromatherapyandscalpmeridianmassagedidnot

affectthelevelofphysicalstress(t=-1.429,p=0.159).

4.Thelevelofsatisfactiononscalpconditionafterascalpandhairmeridian

massagedidnotaffectthelevelofemotionalstress(t=0.996,p=0.324).

However,the combination ofaromatherapy and scalp meridian massage

significantlyaffectedemotionalstress(t=-3.667,p=0.001).

Thisstudyshowsthemethodsformaintaininghealthyscalpthroughhealthy

hair management, which makes humans healthier and more valuable,

considering thatin today’s world,especially among middle-aged women,

hair-relatedproblems,suchashairdamage,dandruff,hairloss,aredueto

stress,anxiety,and depression experienced at work,home,and social

communities.Further,itshowsthataromatherapy,apsychologicaltherapy

technique, can help relieves stress and improve mental and physical

homeostasis,and thatsystematic scalp meridian massage scan resultin

effectivehairhealthmanagement,thus,improvingthelivesof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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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제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40∼60세 년여성의 인구가 10.6%인 약 486만 명에 이르고 있다(보

사부,1996).여성은 개 48∼55세 사이에 폐경을 경험하지만 식습 과 다양한

인스턴트식품의 증가,스트 스로 인해 조기폐경 노화,탈모라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1996년에 77.4세,2003년에

는 80.8세에서 2005년에는 81.9세로 증가 되었으며,2020년에는 약 84.1세로 추정

되고 있어 차 년여성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왜냐

하면 여성 인구의 증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통계청,2005).오늘날의 여성들

은 자기 주도 이고 남성보다 더 우월한 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

으며 남성들의 유물이었던 분야에까지 넓게 역을 확 하는 만큼 상 으로

스트 스의 비 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 년 여성의 50% 이상이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면서 갱년기 응에 어

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 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송애리,2005).

사회가 차 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증 되고 있

는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가정이외의 직장과 다양한 인간 계에서 생되는 스트

스에 더욱 많이 직면하게 된다.특히 지속 인 스트 스는 어깨나 목 주 의

긴장이 쌓이면서 정상 인 두피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탈모의 원인으로

까지 작용되고 있다(안 외,1997).

인간은 스트 스를 받거나 피지선의 이상 상,음식의 양불균형 등 환경 ․유

요인에 향을 받게 되면 기 층에서 각질층까지의 원활한 이동과정에 문

제가 발생한다(윤주화,2005).이때 두피의 기능은 보호작용,흡수작용,호흡

배설 작용,감각의 기능까지 다양한 만큼(조성일,1995)두피에 한 한 자극

과 터치는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해 것이다.체계 인 두피경락마사지를 이

용하여 두피면과 련된 경락과 경 을 자극하면 분포하고 있는 신경계를 직

자극하게 되고 결국 근육이완과 액순환증가로 인한 압 맥박의 변화와 근

경도와 피부온도,피부수분도 변화가 하게 변하게 되며 피지분비 조 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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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거니와 모공의 청결과 모공의 크기변화로 인한 성장기 모발의 건강함이 탈

모에 련된 변화에 효과를 다고 한다(박안나 외 2008).문제는 탈모가 의외로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10년 만 해도 300만 명 정도로 추산

되었던 탈모 인구가 10년 사이에 3배로 늘어나 2008년도 기 으로 국내 탈모인

구는 약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박찬미,2009).국내 탈모시장 규모역시 가

발,모발 리 제품,모발이식,의약품,식품 등을 모두 합쳐 약 1조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이선 ,2007).

본 논문을 통해 인,특히 년여성들의 모발손상,비듬,탈모 등 모발건강과

련된 문제들이 직장과 가정,사회의 각 분야에 소속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불안,우울 등의 심리 인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건강

한 모발 리를 통한 두피건강은 곧 년여성을 더욱 건강하고 가치 있게 해

것이다.이런 에서 심리 치유기법인 아로마 요법은 스트 스 해소와 심리

․신체 항상성에까지 도움을 것이며,체계 인 두피경락마사지는 효과

인 모발건강 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년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이

라고 확신한다.

제2 연구의 목

본 논문에서는 사업장을 찾은 년여성들을 상으로 모발 두피경락마사지

후의 두피상태와 아로마 향을 블랜딩한 후 흡입과 함께 두피경락마사지 후 두피

모발 리 만족도 조사를 통해 년여성의 탈모 두피개선과 같은 두피 리에

필요한 효과와 건강증진이 이루어지는가를 규명하고자 조사하 다. 년여성들을

한 효과 인 여가 활용 차원에서도 두피경락마사지 련 로그램 개발에

한 필요성을 느끼는 기간이었다.

본 논문은 발향으로 하는 아로마 요법과 두피경락마사지에 의한 모발건강 리

로그램(hairhealthcareprogram)을 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

공하기 함이며 구체 인 개 목 은 아로마 향이 주는 심리 인 치유효과와

두피에 산재해 있는 경락을 효과 으로 자극하여 년여성들에게 보다 효과 인

건강 리의 재법으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본 논문을 통하여 아래

와 같은 효과들을 규명하는데 목 이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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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자의 일반 인 특성과 이해정도를 악한다.

2)두피경락마사지 후 년여성의 두피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3)아로마 요법과 함께한 두피경락마사지 후 년여성의 두피 리 효과를 한

심리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제3 연구 가설

본 연구를 한 가설의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가설 :두피경락마사지가 년여성의 두피와 탈모개선과 같은 두피 상태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 2가설 :아로마 요법과 함께한 두피경락마사지가 년여성의 두피와 탈모 개

선 등 두피 리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4 용어의 정의

l 년여성

황제내경에서는 여자의 나이가 35세가 되면 인체 내에 있는 12개의 경락 에서

얼굴을 주 하는 경락인 경락의 기운이 쇠약해져서 얼굴에 기미 등이 많

이 생기게 되고,42세가 되면 경락을 비롯한 얼굴에 있는 모든 양경의 기운이

많이 쇠약해져서 얼굴 근육이 굳어지고 잡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 다. 년 여

성은 발달과업 단계로 생산 시기이고,자기골몰의 시기이며 신체 으로는 성호

르몬이 하게 변화가 되면서 폐경 상을 경험하는 시기로 Havinghurst는

35-59세를 년이라고 하 고 신체 나이보다는 경력을 더 비 있게 다루어 육

체노동자는 35세부터 55세까지를, 문직 종사자는 40세부터 65세까지를 각각

년기로 간주하기도 했다.한의학에서의 여성 나이는 7세주기 변화이론에 근거하

여,피부 노화 상이 에 띄게 나타나는 42∼49세 연령을 체 으로 년여성

이라 하지만 윤여성(1995)은 미용 인 측면에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안면피부에

노화조짐을 보이는 조로(早 )피부 상이 여성에게 가장 흔한 상임을 감

안하여 35세 이상으로 간주하기도 했다(박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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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아로마 요법(Aromatherapy:香氣療法:향기요법)

아로마 요법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 약용식물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어지

는 물질을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에 사용하는 피토테라피(phytotherapy)의 한 분

야로 설명될 수 있다.아로마(aroma)는 향기(香氣)를 의미하며 테라피(therapy)는

요법(療法)이라는 사 의미를 가지고 있다(곽형심,2003).즉,향이 나는 식물

인 허 로부터 얻어진 정유를 확산(vaporization),흡입(inhalation),목욕(bath),

마사지(massage),습포(compress),족욕(footbath)등의 방법들을 통해 인체에 흡

수되도록 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자연치유법이며,그 기본원리는 정유에

들어있는 생리활성물질과 자기 에 지를 이용하여 몸과 마음,그리고 혼까

지 함께 치료한다는 건강에 한 체론 인 근방법이다(Bremness,1988).

본 논문에서는 아로마를 마사지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블랜딩을 기 로

램 확산법을 사용하 으며,실험에 참여한 상자들에게는 향의 특징과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며 진행했다.

l 두피를 한 경락과 경 자극법

경락(經絡)이란 경맥과 낙맥의 총칭으로 경맥(經脈)은 기와 이 인체의 상하로

흐르고 있는 큰 기이고,낙맥(絡脈)은 경맥에서 갈라져 나와서 그물망처럼 펼

쳐져 신을 싸고 있는 것이다.즉 경맥이 큰 강이면 낙맥과 손락은 큰 강의 지

류라 할 수 있다.따라서 낙맥을 마사지하는 것은 세부 인 그물들을 제 로 정

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역으로 경맥의 원 기를 정상 으로 보완시켜 주는

것이다.경 (經穴)은 인체의 요한 기 물질인 기와 이 지나는 통로인 경

락을 따라 신체의 바깥부분에 치하는데 기가 모이고 출입하는 곳이라 하여

(穴,구멍)이라 한다.기가 출입하는 구멍은 인체 표면의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에서도 주요한 14개 경맥을 따라 있는 것을 경 이라 하며 모두 365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경 은 자극에 매우 민감하여 일반 체표 부 보다 몇 배

나 반응이 빨라 모든 범 의 반응 으로 이용되며 병을 치료,개선하는 자극 으

로도 사용된다.두피경락마사지는 약 4000년의 역사를 가진 인도의 고 의학인

아유르베다(Ayurveda)에서 권장하는 마사지 방법으로 ‘머리를 마사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champi-ed’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샴피(champi)'라는 헤드 마사지

로도 이어져 내려왔다(권 숙,2008). 어로는 만지다,주무르다,쓰다듬다의

Massage이다(심학섭,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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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문헌고찰

제1장 년여성의 건강

제1 년여성의 정의

년(中年)의 사회 의미는 ‘마흔 안 의 나이’,‘청년과 노년의 간 나이,40

세 후’,청년과 노년의 간,때로는 50 까지 포함’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성

출 사편집부.1991;일 당편집부 ,2000).한편 청년(靑年)은 ‘20∼30 의 은

나이’로 노년은 ‘늙은 나이’로 정의되어 있으며(일 당 편집부,2000),노년기에

어드는 로(初 )는 45세에서 50세까지 정의하고 있다.( 성출 사편집부,

1991)따라서 사 으로는 년의 나이를 확실히 정의하지 않고 40세 후의

나이로 정의하고 있으며,비교 최근의 정의에는 50 를 포함하고 있다.이 듯

년 여성의 연령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다양하게 구분되며 그 견해를 달리한다.

오늘날은 화장기법이나 리 등을 통한 자기 리로 육안으로는 더욱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체 으로 년기는 보통 40∼60사이의 연령층을 말

하는데,Hurst(1972)는 년여성의 신체 구조 기능 인 노화 상이 해

지는 35세부터 폐경을 지나 갱년기 증상이 사라지는 60세까지의 여성을 년여

성으로 간주했다.윤여성(1995)은 미용 인 측면에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안면피

부에 노화조짐을 보이는 조로(早 )피부 상이 여성에게 가장 흔한 상임

을 감안하여 35세 이상으로 간주하 다(박이숙)본 논문에서는 35세 이상을 년

으로 간주하고 실험하 음을 밝힌다.

제2 년여성과 스트 스

변하는 를 사는 40∼60 년여성들은 생리 변화에 따른 갱년기에 정

신 ,육체 ,노화를 경험하게 된다.사회 으로 개인의 경험과 활동 역이 넓

어짐에 따라 정신 ,신체 ,사회 ,문화 스트 스가 발생하는 시기이다.이

러한 스트 스와 함께 신체 노화,빈둥지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에게는 불면,체 감소,식욕 조,변비,가슴 두근거림,무기력증,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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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상실,결단력 하 등의 우울증이 많이 발병하고 있다.

우리나라 년 여성의 50% 이상이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면서 갱년기 응에 어

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 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송애리,2005).주로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요통,팔다리 쑤심, 통,신경과민,두통,피로 등이며 이

러한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

고 있다(김 주,2004).갱년기와 더불어 년 여성들을 괴롭히는 스트 스는 만

병의 근원이며 두피나 모발의 상태 한 악화시키는 것들이다.인간은 스트 스를

받게 되면 코티졸 분비량이 많아지면 인체의 면역기능은 악화된다(Wilson,

1981).

문명은 발달이라는 이면에 환경오염과 스트 스,호르몬성 질병 등 인체의

질병이 생기면서 외부 혹은 내부 요인에 의하여 신체 뿐 아니라 두피와 모

발도 자극을 받아 손상되고 있다.스트 스가 계속되면 만성 인 불안이나 우울

증을 나타내고,자신의 무가치감을 느끼며,그 상자들은 불행해지고 신체 ,심

리 인 축 상태에 빠지게 된다(김선미,1997).이처럼 년여성에게 있어 스트

스를 효과 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법들을 치료 재로 활용할 수 있

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요한 시 이기도 하다.

제2 년여성을 한 건강 리

극 인 년의 건강 리가 필요함에도 할 수 없는 커다란 이유는 폐경에 한

가족과 사회 반의 부정 인 과 정보부족,지식부족으로 인한 한 리

의 시 을 놓친다는 데 있으며(박형숙 외,2002),개인 동기 부족이나 배우자의

지지 부족,운동부족,비만,흡연,알코올,카페인 등으로 인한 한 방 기

능의 박탈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이경혜,1997;송애리,1997).나아가 치료의

상인 자신에 한 자신감 결여와 망감이 단 가 되는 우울증과 같은 병리 인

원인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년여성은 폐경이후 겪게 되는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기 한 방법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수술 후 자신의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부분 약물요

법에 의존하거나(신경림 외 2001),침구,카이로 랙틱,동종요법,음악요법,테이

핑요법,약침,아로마 요법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진홍,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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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여성의 건강 리가 요한 이유는 사회가 여성들의 생리 구조를 남성

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도 여성의 몫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 풍토와 단순한 가

정사 역시 직장에서 귀가 후 여성들이 주도 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 한 스트

스가 보편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2장 년여성을 한 아로마요법

제1 아로마 요법

1.아로마 요법의 정의

아로마 요법은 에센셜 오일(essentialoil)의 치료 성분을 이용하여 신체 ,정

신 ,심리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 유지 활력을 증진 시키려는 일련의 자연

치료법이다
11
.향,즉 나무,뿌리,꽃,잎 등에서 분출되는 자연의 힘을 이용 해

몸과 마음에 정 인 효과를 얻어내는 생활 속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치료

법이다.

아로마 요법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은 조 작용,자극작용,안정작용,행복감을

주는 작용등으로 나 어지며
2122
,그 종류는 500여종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나 흡입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심리 ,생리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흔

히 진정 완화,회복,기능의 정상화 활성화,치료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3.

아로마 요법이란 식물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을 치료 는 의학 목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하혜정 등,2003)에센셜 오일은 방부,살균의 효과와 면역체계

강화효과,신경 내분비계를 조 하여 신체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는 효과, 추신

경을 통한 정신 효과 등을 나타낸다( 한 간호 회,2001).

2.아로마 요법의 용

수면장애,두통,우울불안증,스트 스,등의 정신기능 개선의 효과에서부터 졸음

방지,주의집 ,학습능력 향상,탈취효과,살균부작용,해충방지 등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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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에센셜 오일을 인체에 흡수시키면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특히 향 입자가 코 막에 하게 되어 후각신경을 거쳐 뇌

변연계로 이어지는 후각신경-변연계축은 정신기능을 강화시켜주고,진정과 이완

상태 등을 만어 스트 스에 처하게 해 다.따라서 300종 이상에 달하는 아로

마 에센셜오일 에 두피와 모발 리에 가장 효과 으로 발 시킬 수 있는 종류

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오일보다는 2-3가지 이상의 오일을

블랜딩 하여 사용할 때 시 지 효과를 다.

제2 아로마 요법과 탈모

스트 스와 탈모방지에 향을 주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다음과 같다.

카모마일(Chamomile)은 신경성 소화불량과 자염,긴장으로 오는 두통과 불면증,

진정,이상 과민증,신경질,습진,헤르페스,좌상,스트 스에서 오는 피부 질환

등에 효능과 효과가 있다.

랑킨세스(Frankincense)는 얼굴의 생생한 윤기를 주기 한 화장과 향수로 사

용되었고,동․서를 막론하고 의학 인 목 으로 폭넓게 사용되어졌다.피부의

탄력을 주고 신경계의 진정과 정신력을 높여주고 근심과 긴장을 해소 시킨다.

라벤더(Lavender)는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데 안정과 이완 효능은 뇌척수

의 활동을 진정시켜 성 함,우울증,불면증,히스테리,충격과 신경성 긴장,순한

진통,신경통,근육통,류머티즘, 상포진,좌골 신경통 등에 치료와 효능이 있다

(최옥병,김옥권,2001).

페퍼민트(Peppermint)는 신경을 맑게 하고 정신력을 강화,일 화상이나 피부염

으로 인하여 살이 붓거나 가려움증이 있을 때 해소시켜 다.박테리아 살균력이

있으며,여드름이나 피부상처,순환기 진,부드럽고 고운피부를 유지,피지를

조 시켜 다.

이 듯 아로마 요법에 있어 에센셜 오일은 스트 스를 완화시키기 해 리 쓰

여 왔으며 우울증,불안증,정신산만증 등에도 리 쓰이고 압을 낮추고,부정

맥 치료,남성의 발기부 ,여성의 불감증 치료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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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년여성을 한 모발 리

제1 모발(毛髮)

1.모발의 정의

모발(毛髮)은 사람의 머리털이라는 뜻으로 피부와 함께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여

주기 때문에 스트 스,질병,심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내부 인 신체의 균형

상태가 깨어지면 가장 먼 향을 받게 되어 가늘어지고 부서지며 탈모로 이어

지게 된다(Mehta.2002).

모발은 20 반 이후부터 모모세포의 노화과정이 서서히 나타나고,40 이후

에는 모낭수가 어들며 갱년기를 거치면서 탈모가 진행될 수 있으며,60 이후

에는 모모세포의 노화가 더 빨라져 모발이 가늘어지고 숱이 어든다.

모발건강 리(Hairhealthcare)에 있어 건강한 두피는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투

명한 백색으로 피로,스트 스,화학제품에 의한 미용시술 등에 의하여 민해지

면 붉은 빛으로 변하고 피지 분비의 불균형,두피에 상재하는 미생물,모낭충 등

에 의해 두피염증과 비듬 등을 수반하게 될 수 있다. 한 두피와 모발은 신체의

부 에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데 그 이유는 두피에 많은 한선과 피지선이

분포되어 있어 땀고 피지의 분비가 많고 모발이 착되어 있어 땀이 증발하기

어려우며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먼지, 속 등의 외부 환경에 의한 오염물

질이 쉽게 흡착하기 때문이다(지상기,2000).

2.모발의 구조

모발은 모근에서 유연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자라다가 모간으로 나오면서 서서히

탈수와 각화 상을 겪으면서 단단해진다.이러한 모발의 단면을 미경으로 확

해보면 비교 두꺼운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바깥층에 치한 모표피

(cuticle),모발섬유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피질(cortex)그리고 가장 가운

데 치하고 있는 모수질(medulla)의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김경순 외,2000).

모표피 안에서도 세 하게 3개의 층으로 구분되는데,에피큐티클(Epicuticle)은

최외층에 존재하며 산소와 화학약품에 한 항성이 크고,알칼리에 강하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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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이다.반면 물리 인 손상에는 약하다는 단 을 지니고 있다.그 안에 존재

하는 엑소큐티클(exocuticle)은 연단백질로 되어 있으며,시스틴의 함량이 많아서

펌제와 같은 시스틴 결합을 끊은 약품의 작용을 받기 쉽다.모피질과 근 하고

있는 엔도큐티클(endocuticle)은 친수성이며 알칼리에 약하다.시스틴 함량이

어서 시스틴 결합에 작용하는 약품에 강하나,반면 단백질 침식성 약품에는 약한

층이다.이러한 엑소큐티클과의 사이에 미세한층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 큰 분

자의 침투를 막아주지만,화학 팽윤,연화에 의해 벌어져 고분자의 통로가 된

다(김경순 외,2000,이 선,2002)고 한다.

3.모발의 생장주기

모발은 각각 모낭에서 자라는 모발마다 독자 인 생장주기를 가지고 운 된다.

이런 모발주기의 개별성으로 인해 인간의 모발은 정상 인 상태에서 동물과 달

리 일시에 빠지는 경우는 찰되지 않는다.모발은 보통 2-6년 동안의 왕성한 세

포분열을 통한 성장기에 이어,모유두의 퇴화로 인해 성장을 멈추는 퇴행기가 1

개월 지속되며,3개월에 걸쳐 서서히 모낭에서 탈착되는 유지기로 구분되는 주기

를 반복하면서 일생 동안 모두 10번 정도의 순환을 겪는다.성장기,퇴행기,휴지

기 가장 요한 성장기에 두피의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작용하면 퇴행기,

휴지기 기간의 모발이 과다 생성되어 일시에 다량의 모발이 빠지는 상을 보인

다.이러한 생장주기가 탈모의 사이클이 되는 것이다.

4.모발손상의 요인

1)화학 요인

화학 인 요인으로는 펌이나 염색 탈색제 등과 같은 화학 인 제품시술에 의

한 손상이 표 인 요인으로 작용한다(최근희외,2001).이러한 약제들은 큐티클

과 코텍스층에 단백질과 간층물질을 녹여 다공성 모발을 만든다.다공성 모발은

수분 유지 기능의 약화를 가져와 모발의 건성화를 진시킨다.

① 펌에 의한 손상

펌에 의한 손상으로는 과도한 약제의 도포에 의한 손상으로 다공성인 부분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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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지나치게 흡수되어 축 작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은 펌 시술

후 충분히 헹구지 않을 경우 모발에 약제의 잔여물이 남아있게 되어 스웰링 상

태를 지속시켜 모발손상 뿐 아니라 두피 자극의 원인이 된다.샴 시 시술자의

자세와 두피 모발 련 고객에 한 배려와 직업정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② 염색에 의한 손상

염색에 의한 손상으로는 과도한 염,탈색은 큐티클을 팽윤,탈락시키고 코텍스

층의 멜라닌 색소와 섬유세포,간층물질을 괴하여 모발의 건성화를 진시킨

다.모발 어시 사용되는 제품의 고품질 여하가 손상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물리 요인

물리 요인으로는 큐티클은 비늘형태의 단단한 라틴이 여러겹으로 겹쳐 있어

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한 방어역할을 한다.하지만 빈번하고 정기 으로 행

하는 고온의 드라이 열과 건조한 모발의 빗질 등과 같은 잘못된 일상 리의 물

질 인 자극은 모 표피를 자극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발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발 손상을 래하고 건조한 모발이나 젖은 모발을 과도하게 빗질할 경우에 큐

티클을 자극하여 모발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3)자연 요인

자연 인 요인으로는 환경에 의한 손상을 들 수 있다.이것은 자연 환경에 의한

것과 환경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 수 있는데 자연환경에 의한 요인으로는 강한

자외선과 외선,건조한 날씨와 바람,먼지가 있고,스 이나 무스 등 헤어 스

타일링제 사용 후 불결한 상태 등이 원인이다.환경오염에 의한 요인으로는 각종

공해물질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자연환경에 의한 것은 단지 모발의 손상 뿐 만

아니라 인체의 호르몬 변화에도 향을 주어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제2 탈모

1.탈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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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가 있는 두피는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어 있고 두피가 경직되어 딱딱하고

비듬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있으며 증세가 더욱 악화된다. 한 모발이 가

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며,하나의 모공에 모발이 2-3개 정도 존재해 있어야 정상

인데 반해 탈모가 있는 두피는 하나의 모공에 1개의 모발만이 존재하거나 빈 모

공인 상태로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탈모란 정상 으로 모발이 있어야 할 곳에 유 ,후천 인 요인으로 모발이 가

늘어지거나 빠지는 상으로 정상 인 두피에서 성모(terminalhair)와 연모

(vellushair)의 비율은 약 2:1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 남성형 탈모증이 찰되

는 두피에서는 연모의 비율이 증가되는 것을 찰 할 수 있으며(오지 ,2006)

성모 에서도 성장기(anagenphase)모발과 휴지기(talogenphase)모발을 비교

하면 성장기 모발은 감소되고,휴지기 모발의 수는 증가되는 것을 찰할 수 있

는데 이는 성장기가 짧아지고 휴지기가 길어지는 것에 기인 한다(Bergfeld,

1995).

2.탈모의 원인

탈모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유 에 의한 요인으로 남성 호르몬에 의한 유

요소 때문이며 탈모에 련된 확실한 유 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러 개

의 유 자가 매우 복합 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사람의 유

자는 으로 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탈모 증상이 있다고 하면 자식의 경우 50%

의 확률을 갖고 있으며,탈모증은 유 인자가 있어야 하는 동시에 남성 호르몬이

꼭 필요하며 유 요인과 남성호르몬의 상 계에 의해 나타난다(박경숙,

2005).

스트 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 져 자율신경의 긴장을 할하는 교감

신경이 이완을 할하는 부교감신경의 작용보다 강해지게 되며 이때,시상하부에

서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을 생산하게 하여 뇌하수체에서 ACTH을 분비하며 이것

이 부신에 작용하여 DHEA-S,Androstenedion을 분비하도록 하고 이들이

5a-redectase에 의해 DHT로 환원되어 탈모를 증가시킨다(Chenetal.,1996).이

외에 외 요인으로는 양 불량,약물에 의한 부작용,화학물질,백 병,결핵,

악성임 종 등의 질병과 모발제품의 남용 등을 들고 있으며 탈모증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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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의 내 요인 외 요인

유 요인,남성 호르몬의 작용

스트 스,병리학 요인(질병 약물)

액순환 장애,노화

두피 불결,환경 오염

잘못된 시술법(펌이나 염색)

치는 요인으로는 호르몬 상의 장애, 액순환의 장애, 양소의 부족,스트 스

로 인한 자율신경의 혼란,모유두 기증의 정지 는 쇠퇴로 인한 탈모가 나타나

며(건강생활 연구회,1998)

자연교체에 의한 생리 탈모의 허용범 를 넘어 일시 으로 탈모가 많아지는

것을 이상탈모라 하는데 단기간에 두발의 일부분 는 부가 탈락하는 병 인

증상에서 유 요소로 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머리 등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탈모증의 기능 요인에 해 한마디로 단정 짓기는 힘들고 모유두

의 기능정지와 쇠약이라고 표 할 수도 있다(이희경,2005).

탈모의 원인을 크게 내 요인과 외 요인으로 나눠 볼 때 다음과 같으며 종류

한 다양하다(김혜숙,2011).

<표 1-1>탈모의 내외 요인(김정해,2009)

3.탈모의 종류

(1)남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증은 남성호르몬의 향으로 이마,정수리부분의 머리털 발육이 억제

되는 것이다.즉 DHT가 앞부분과 정수리의 모발성장을 억제하는 반면 성모와

체모의 성장을 진시킨다.따라서 DHT가 부족하면 탈모 상도 어진다(김미

,2008).남성호르몬으로 인한 피지선이 발달하여 피지를 많이 분비하고 지루

성 피부염을 유발하여 탈모를 더욱 진시킨다.

(2)여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으로는 유 으로 모발이 얇아지고 숱이 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출산 후 산후조리가 하지 못하여 빠졌던 머리가 얇게 나거나 늦게 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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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며 스트 스로 인한 탈모이다.다이어트로 인한 양분 부족으로 모발이 얇

아지거나 빈 에 의한 탈모가 일어나고 자궁질환으로 인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탈모가 유발된다.

여성의 머리화 상은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격히 떨어지고 상 으로 남

성호르몬의 작용이 강해지는 폐경이후에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러한 상은 남성 호르몬이 탈모에 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뒷받침 하는 하나의

자료이다(조성일,2004).

(3)휴지기 탈모증

휴지기 탈모증은 스트 스,출산,고열,독감, 수술,만성질환, 양장애 감

염으로 일어나는 탈모증이다.

표 인 가 산후(분만 후 1∼2개월)에 자주 볼수 있는 탈모증으로 출산,유산,

피임제의 지 혹은 다른 피임제로 바 었을 때,수술,손상,단기간의 심한 식이

요법,고열을 동반한 질환 등의 원인으로 성장을 비하고 있던 모근이 고열 자

극 때문에 괴되어 퇴행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휴지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원인을 들 수 있다(이희경,2005).

(4)지루성 탈모증

지루성 탈모증은 피지가 필요이상으로 충만한 것으로 유 ,피지분비 이상 세

균감염 등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탈모증이다.

두피의 피지 분비가 이상하게 많을 뿐 아니라 그 질 특성에 의하여 탈모가

진된 경우도 있다. 체로 장년성 탈모인 사람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성호르

몬의 향이라 생각되고 여성에게도 간혹 발병한다(민복기외,1997).

(5)원형탈모증과 신경성 탈모증

원형탈모증은 보통 두피(혹은 신체의 다른 부 )에 동 크기 만한 탈모반이 생기

는 것이다(고민석,2005).신경성 탈모증의 원인은 원형두피와 비슷하며 정신 인

것으로 두피부가 한정되어있지 않아 경계도 불분명하다(차미정,2003).심리 인

것 외에 추신경질환(진행성마비,간질)혹은 말 신경 질혼(삼차신경통 등)에 의

해 일어날 수 있다(정태 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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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탈모의 치료법

(1)약물치료법

가. 로페시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안드로겐성 탈모에만 사용되어지는 탈모치료제

로서 탈모를 일으키는 물질의 합성을 억제하여 탈모를 방지하는 약으로 사용이

가능한 탈모치료제이다.

나.미녹시딜

최 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인증된 탈모 방지제이다.모근이 살아있어야 효과가

날수 있다.고 압 치료제로 사용 되었으나 복용한 환자에게서 다모증이 나타나

는 것이 찰되어,국소 도포제로 개발된 바르는 탈모 치료제이다.

(2)수술방법

자가 모발이식으로 머리카락을 재배치시켜 미용 인 효과를 내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 종류는 펀치로 모발을 이식하는 펀치 법(punchmethod)과 미

니 그래 트 법(minigraftmethod)이 있고,모발을 2∼3개월씩 이식하는 마이크

로 그래 트 법(micrograftmethod) 모발을 한가닥씩 이식하는 단일이식모

등이 있다.

(3)기타방법

가.메조 테라피

랑스에서 시작하여 역에 행해지는 치료법으로 미세한 주사 바늘을 이용해

치료효과를 보고자 하는 부 에 필요한 성분을 하게 혼합하여 주입하는 시

술로서 약물을 진피증에 바로 주입하는 방법이다.

나.냉동요법(P.C.S)

P.C.S(prouscryoskinsystem)는 러시아 MedicalEngineerungCenterofshape

MemoryAlloys에서 개발된 것으로 액화질소를 담은 냉동기로 두피를 순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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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얼었다가 녹여서 비정상 인 원형탈모증 환자의 면역반응을 복구시켜 탈모증

을 치료하는 방법이다.민감성두피,열성두피,염증 등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효과

가 있다

다.M.T.S(Microneedletherapysystem)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 피부에 자연스러운 상처를 내어 치유효과를 일으키는 것

으로 자체 세포활성생성을 유도시켜주고 유효성분의 두피 침투성을 극 화 하여

탈모 치료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한다.미세다륜 침법이라고도 하며 아주 미세한

침들이 달려있어 룰러를 문질러 치료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기

원활하게 하거나 인체의 자가 치유력을 증폭시키고 탈모재생을 돕는 방법이다.

라.아로마 오일 도포법

아로마 오일이 후각과 모공을 통하여 피부 속으로 빨리 스며들게 되어 심신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액순환을 진시켜 림 나 액을 통해 산소와 양이 체

내의 온몸으로 운반되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발모 효과 방법이다

(이 선,2002).

마.두피경락마사지법

두피경락마사지는 경 을 찾아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고 경

주변의 근육조직이나 액공 의 경로를 이완시키는 것으로 마사지를 통해

내분비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두피에 자극을 으로써 모발 성장

에 장애가 되는 문제 을 제거하고 막힌 모공을 열어 양물질을 흡수함으로써

탈모를 방하고 윤기가 있는 모발을 가질 수 있게 해 다(김상희,2007).

바.천연물 이용

천연물을 이용하여 발모효과를 보는 것으로 그 종류로는 백자인,백두옹,알로에,

당약,천궁,범부채,인삼,산수유,감국,상백피,둥 , 피나무,우슬,두충,석

창포,감 ,한련 ,숙지황,흑지마,하수오,당귀,고삼,측백엽,구기자,은행잎

홍화 등이 있다(이 선,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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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년여성을 한 두피경락마사지

제1 두피경락마사지

1.두피경락마사지

두피자극 마사지의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헤드마사지는 4000년 부터 인

도에서 해 내려온 아유르베다의 한 분야로써 모발의 성장을 증진시켜 뿐만

아니라,통증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아주 효과 인 치유방법이다. 한

천연 식물성 오일로 마사지하는 것보다 모발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으

로 믿고 행해져 왔다(Mary, 2000).

두피는 풍부한 습기와 지질 그리고 각질세포 등이 미생물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

으로 두피의 미생물에 해서는 여러 보고가 있었으며 두피에 상주하고 있는

표 인 미생물로는 기성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진균인 Pityrosporum,

그리고 가장 많이 동정되는 호기성구균인 Bacillussubtilis등이 있다(정 주 등,

1993).효과 인 두피 리는 모발 성장에 장애가 되는 문제 을 제거하고 막힌

모공을 열어주고 양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내분비순환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게 한다.두피에 자극을 으로써 액순환의 진을 가져와 탈모를 방

하고 탄력 있고 윤기 있는 건강한 모발을 가질 수 있게 한다(김동욱 외,2001).

2.두피의 유형

1)정상두피(plainscalp)

두피표면이 맑은 청백색을 띄면서 투명도가 높으며,두피에 각질이 없고 깨끗하

며 모발 주 와 모공이 완 히 열려 있는 상태를 찰할 수 있다(곽형심,1995).

이러한 정상두피는 한 개의 모공에서 2-3개의 모발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

며,모발의 굵기가 거의 일정한 굵기로 되어 있고,투명한 반사빛을 보인다.잦은

염색과 퍼머 트 혹은 환경오염과 스트 스로 인하여 인들에게서는 더 이상

정상 두피를 발견하기가 힘들다.이러한 우유빛으로 투명한 정상 두피를 리하

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의 건강한 두피 상태를 유지하도록 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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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을 두며,각질의 원활한 순환을 유지하도록 청결도를 높인다.

2)지성 두피(Oilyscalp)

지성 두피는 정상두피와 달리 모공 주 에 과다한 피지분비로 인하여 두피의 투

명감이 없고 탁해 보이며,모공에 물이 고인 것처럼 보인다.피부 조직은 서리가

낀 것처럼 두껍고 축축하거나 모공 주 가 응고물들로 거의 부분 막 있다.각

질과 피지가 결합,산화되어 끈 거리는 모발을 형성하고 심한 경우 악취가 난

다.과도한 유분기로 인해 모발은 힘이 없고 가라앉는다.특히 지성두피가 심할

경우에는 비듬이 같이 발견되고,가려움을 동반하거나 피지분비 과다로 인한 지

루성 염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3)건성두피(Dryscalp)

두피 표면의 피지량과 수분조 기능의 발란스가 깨져 유분과 수분이 과도하게

제거되거나 증발하여 건조한 두피 상태를 보인다.윤기가 없고 각질이 쌓여있는

탁한 백색의 두피를 가지고 있다.각질화 된 표피세포가 정상 인 주기를 거쳐

탈락되지 못하고 모공을 막는 경우가 생기며 그에 따라 모발이 가늘어지고 두피

표면이 거칠게 보이고,각질층이 들떠있는 상태로 진행된다.

4)비듬성 두피(Dandruffscalp)

비듬은 두피 표면의 유지분 불균형에 의한 피지선의 기능과도 는 기능 하로

발생되는 표피 각질층의 비정상 인 탈피에서 온다.이러한 비듬성 두피는 다음

의 지성비듬과 건성비듬 두 가지 상으로 나뉘어진다.

① 지성비듬

지성비듬은 각질 조각이 과도한 피지성분과 엉켜 런색을 띄며 끈 끈 하고,

두피를 으며 손톱에 붙어 떨어져 나오며,땀과 먼지 등과 흡착된다.

② 건성비듬

건성비듬은 유분기가 고 건조한 두피에 무색의 평평하고 작은 입자의 형태로

생겨나 다량 존재하며,두피를 으면 회백색의 작고 건조한 비듬이 어깨로 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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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감성 두피

민감성두피 표면에는 붉은 반 이나 뽀루지가 가는 실핏 을 보인다.선천 으로

두피가 민감한 경우가 있고 피로가 되고 장기간 스트 스를 받아 두피가 민

감해지는 경우가 있으며,잦은 펌,염색,탈색 등의 화학 시술에 의해서도 민감

해진다.

제2 아로마 요법 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발향램 로 확산시키며 용한 헤드마사지는 육체 정신

으로 긴장이나 스트 스를 받기 쉬운 부분에 작용함으로써 신체 체의 스트

스를 막는 로그램이다.근육의 긴장을 풀어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을 경

감시킬 수 있으며 몸이 다시 균형을 이루고 재구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이

것은 정신,감정 뿐 아니라 신체 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해 다.

두피와 모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을 방하고 해결하기 해서

는 리를 시행하는 리자의 마음가짐이 요하다.단순하게 일반 인 리에

두피경락마사지를 목시킨다는 을 떠나 세세한 배려와 고객 심의 시술을

통한 일체감 등이 실험에 차지하는 비 이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발을 한 최선의 리 방법은 바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며,여기에다

양을 갖춘 다이어트,규칙 인 운동,정기 이고 안정 인 수면을 통해 모근으

로부터 모발을 건강하게 해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두피의 조직을 이완시키는 것은 액순환을 도와 것이고,정기 인 두피경락

마사지는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며 액순환을 증진시킨다.결과 으로 일정하고

효과 인 두피경락마사지를 통해서는 두피와 모발의 외형복원과 더불어 모근에

양 공 을 하여 모낭을 더욱 튼튼하게 해 것이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블

랜딩하여 흡입하는 아로마 요법으로 정신 인 스트 스를 극 으로 해소하도

록 도와 다면 모발의 생장과 성장을 도와 근본 인 방법으로 두피와 모발을

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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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실험전

Step 2

치료방법

Step 3

실험후

실험그룹

→

아 마 요법과 

두피경락마사지 

(주 2회 월, 목 오후 

2시-3시 30분: 1시간 

30분, 20주(2011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지)

→

실험그룹

일반 특성

아로마 향의 반응

두피경락마사지 만족도

일반 특성

아로마 향의 반응

두피경락마사지 만족도

Ⅲ.연구 방법

제1 연구 설계

아로마 향을 블랜딩한 후 흠향과 모발 두피경락마사지를 통한 년여성의 두

피 상태 만족도와 두피개선과 같은 두피 리 증진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한 비동등성 단일군 후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자료 수집은 2012년 5월부터 10

월 까지 5개월간 에센션 오일을 블랜딩한 아로마 흠향법과 경락과 경 을 활용한 두피

경락마사지를 실시한 실험을 시행했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설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연구설계

제2 연구 상 기간

본 연구는 주에 기거하는 거동이 자유스럽고 직업과 사회 각 분야에서부터

가정주부,만학도에 이르기까지 35세를 기 으로 한 년여성을 상으로 했다.

년여성 60여명을 상으로 일정기간 직 블랜딩한 아로마를 통한 흠향과 두

피경락마사지를 시행 하 고,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2012년 5월 15일부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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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5개월(20주)동안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조사하 다.

제3 연구 차 방법

1)아로마 블랜딩 방법

효과 인 아로마 요법을 해 향 블랜딩 원칙에 근거하여 세가지 이상의 향을

섞었으며 흠향에 사용하기 해 당량을 일 으로 블랜딩하여 보 하 고 실

험자들이 두피경락마사지를 받을 때는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하 다.향에 쓰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본 논문에 소개된 오일을 심으로 라벤다,마조람,페

민트, 랑킨센스 향을 블랜딩했다.효과 인 향 블랜딩 원칙은 상 하로 구분되

는 향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량을 블랜딩 원칙에 근거하여 블랜딩했다.

2)두피 경락마사지 시행 방법

두피 경락마사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 으며 경락마사지의 원칙은 실험자를 터

치할 때 반드시 부드러운 터치를 원칙으로 정하 으며,타법을 용하여 어깨와

두피면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 는 피하도록 했다.비교 일정한 원칙과 화를

통해 상 로 하여 편한안 마음을 갖게 했으며,진행시 잡담과 행동반경을 최

한 자제했으며 실험자로 하여 설문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사 에 구

하여 실험외 인 질문이 오고가지 않도록 하 다.

(1)시행 에 흉추와 경추를 반듯이 한다.

(2)견갑골 주 를 가볍게 르면서 압을 가한다.

(3)승모근 기시 부터 아래로 견갑골 부 까지 쓸어내린다.

(4)후두부를 다시 한 번 반듯이 하고 머리 부분에서 마사지 시작을 알린다.

(5)마사지 시작과 함께 풍지 을 지 이 러 다.

(6)경추와 흉추 5번까지 돌출선 를 하나씩 마사지 해주며 승모근을 풀어 다.

(7)두피질환이 있는 타로자는 호르몬 존을 좀 더 부드럽게 마사지 한다.

(8)귓불에서 안면부 쪽 마사지하고 귓불을 잡아당겨 놓으면서 노폐물을 배출

한다.

(9)이문 ,청궁 ,청회 을 마사지하며 하 아래로 노폐물을 배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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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승장 을 지 히 르면서 잇몸을 따라 마사지한다.

(11)귀앞과 턱앞이 만나는 부 를 마사지 함으로 쌓인 노폐물과 숙면을 못취하

게 하는 결과물을 마사지해 다.

(12)견정 아래 사각근 톱니근을 마사지 한다.

(13)C3C4C5를 마사지하며 스트 스 존을 풀어 다.

(14)방 경락 부분에 있는 고황 ,의회 ,격 을 마사지 한다.

(15)천종 과 아래에 있는 견정 을 지 이 러주며 풀어 다.

(16)견정 에서 견우 방향으로 쓸어서 앞쪽,어깨에서 림 로 쓰다듬어 노

폐물을 밖으로 배출시킨다.

(17)풍지 에서 귀 뒷부분을 연결하여 마사지한다.

(18)유양돌기(각문,노식,폐맥, 풍)를 가볍게 마사지 한 후 귀 체를 방향과

부 에 따라 마사지 한다.

(19)비등에서 찬죽 에 있는 선을 가볍게 마사지 하여 담 경락의 동자료 쪽

으로 를 가볍게 마사지하면서 연결한다.

(20)담경락을 따라 견정 까지 경락을 마사지한다.

(21)이마,두피의 연결선을 헤어라인 쪽으로 근육 방향에 따라 마사지 한다.

(22)헤어라인 마사지시 상성 에서 백회 까지 압을 가해주며 마사지한다.

(23)백회 에서 낙각 까지 마사지하고 다시 풍지 쪽으로 마사지 한다.

(24)경추를 반듯이 잡고 착 을 따라 다시 아래 견정 까지 마사지 한다.

(25)고객의 아 부 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마사지하고 끝낸다.

두피경락마사지 시술 단계 작업은 두피로 가는 류를 증가시켜 두피의 행

을 좋게 하고 모근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무엇보다도 고객의 어깨부분

의 피로와 두피로 향하는 경락의 긴장성을 풀어주기 한 일련의 시술법들을 통

해 고객들에게 편안함과 치유 만족도를 높여 수 있도록 했다.

제 4 측정도구

년여성들의 스트 스 측정 척도 도구는 (Korgan,Patricia.1984)가 개발하여 이소

우(1993)가 번역 사용한 SOS(SymptomsofStress)척도 설문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 상에게 맞게 약간 수정·보완하 다.신체 스트 스 10문항,감성 스

트 스 10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스트 스에 한 수는 “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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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alpha

신체 스트 스 1-10 10 0.84

감성 스트 스 1-10 10 0.87

두피상태 만족도 1-8 8 0.62

아로마요법과

두피 리 만족도
1-7 7 0.92

계 35

다”4 ,“가끔 느 다”3 ,“자주 느 다”2 ,“항상 느 다”1 으로 4

Licker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 수록 신체 스트 스와 감성 스

트 스 수 이 양호함을 의미한다.스트 스에 한 선행연구인 최옥순(2012)의 논

문에서 신체 스트 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0.87이었고,감성 스트 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0.92 다.본 연구에서의 신체 스트 스 도구의 신

뢰도는 Chronbach's a=0.84 고, 감성 스트 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0.87이 다.아울러 두피상태를 묻는 측정 척도 도구는 최옥순(2012)의 논문에서 사

용한 설문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 상에게 맞게 약간 수정·보완하 다.모발

두피경락마사지후 두피상태 만족도 8문항,아로마 요법과 함께한 두피경락마사지

후 두피 리 만족도 7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먼 모발 두피경락마

사지 후 두피상태 만족도에 한 수는 “매우증가하 다”1 ,“약간 증가하

다”2 ,“ 과 동일하다”3 ,“약간 감소하 다”4 ,“매우 감소하 다”5 으

로 5 Licker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두피 리 후의 만족도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다음으로 아로마 요법과 함께한 두피경락마사지 후 두

피 리 만족도에 한 수는 “매우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

족”4 ,“매우 만족”5 으로 5 Licker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

수록 아로마요법과 함께한 두피경락마사지 후 만족도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1-3>스트 스 신뢰도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0.62 고,아로마 요법과 병행하는 두피

리 만족도에 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0.92 다.



- 24 -- 24 -

제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15.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

며 일반 특성은 실수,백분율,평균 표 편차 등의 서술 통계를 사용했다.

실험 상자들의 모발 두피경락마사지후의 두피 상태 만족도 조사와 아로마

요법과 함께한 두피경락마사지 후의 두피 리에 한 한 만족도 분석을

해서 측정도구에 맞는 빈도분석과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제 6 연구의 제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이 있다.

첫째,연구 상자 수를 최 한 확보하려고 했지만 연구의 기 에 맞는 상자

선정이 비교 었다.실험에 참가한 년여성들은 부분 시간에 한 일정한

시간 를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직업과 취미,활동 등 때문이었다.아로마 오일로

하는 흠향법 한 일시 인 발향효과로 인한 연속성 유지가 아쉬웠다.사업장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비교 상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운 이 있었다.

본 연구의 상자들은 실험에 참가하고도 다른 방법으로 심리 스트 스와 피

로를 푸는 법과 두피와 련된 자신만의 방법으로 두피 리 혹은 두피 방법

을 용하는 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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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두피경락마사지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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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두피경락마사지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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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연 령

39세 이하
40-44세
45-49세
50세 이상

7
13
23
17

11.7
21.7
38.3
28.3

학 력
고졸
졸이상

28
31

46.7
51.7

직 업

문직
생산직

상업서비스

기타

13
6
22

60

46.7
51.7
98.3

1.7

월평균소득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28
30

46.7
50.0

결혼여부
미혼 이혼
기혼

5
55

8.3
91.7

자녀수

없음
1명

2명
3명이상

4
6

39
11

6.7
10.0

65.0
18.3

Ⅳ.연구결과

제1 연구결과

1)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표 2-1>과 같다.연

령 분포는 39세 이하 11.7%(7명),40-44세 21.7%(13명),45-49세 38.3%(23명),

50세 이상 28.3%(17) 다.성별 분포는 년여성이 상이었으며,학력은 고졸

46.7%(28명), 졸이상이 51.7%(31명) 다.직업은 문직 21.7%(13명),생산직

10.0%(6명),상업서비스가 36.7%(22명),기타 31.7%(19명)이었다.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 46.7%(28명),300만원 이상 50.5%(30명) 다.결혼여부는 미혼

이혼이 8.3%(5명),기혼이 91.7%(55명) 다.자녀수를 묻는 문항에는 없음이

6.7%(4명),1명이 10.0%(6명),2명이 65.0%(39명),3명이상이 18.3%(11명) 다.

<표2-1> 상자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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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수면시간
6시간 미만
7-8시간

24
36

40.0
60.0

숙면여부
아니오

31
29

51.7
48.3

규칙 인 운동
아니오

22
38

36.7
63.3

운동량

안한다
1회 미만
1-2회 미만
3회이상-매일

12
16
18
14

20.0
26.7
30.0
23.3

음주
아니오

27
33

45.0
55.0

흡연

없음
1명
2명
3명이상

4
6
39
11

6.7
10.0
65.0
18.3

식사량
2끼 이하
3끼 이상

13
47

21.7
78.3

규칙 인 식사
아니오

13
47

68.3
28.3

식품종류

야채류
고기류
생선류
모두 좋다

8
12
7
33

13.3
20.0
11.7
55.0

식습
싱겁게 먹는편

보통
짜게 먹는편

9
33
16

15.0
55.0
26.7

물의 음용량

1잔
2잔
3잔
4잔

8
12
14
26

13.3
20.0
23.3
43.3

2)조사 상자의 건강과 식생활 특성

<표2-2> 상자의 건강과 식생활 특성

본 연구의 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식생활에 한 특성을 살펴 본 결과

는 <표 2-2>와 같다.하루동안 평균 수면 시간을 물었을때 6시간 미만

40.0%(24명),7-8시간은 60.0%(36명) 다.4시간 미만이나 9시간 이상은 없었는

데 이것은 오늘날의 년여성의 규칙 인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수면 숙면

상태에 한 질문은 ‘’51.7%(31명),‘아니오’48.3%(29명) 다.규칙 인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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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36.7%(22명),아니오 63.3%(38명) 는데 바쁘고 힘든 여성들의

시간 리에 허 일 수 있었다.일 일 동안의 운동량에 해서는 안한다

20.0%(12명),1회 미만 26.7%(16명),1-2회가 30.0%(18명),3회 이상 내지는 매일

한다가 23.3%(14명) 는데 자기 리를 해 53% 이상이 운동을 선택하고 있었

다.음주에 해서는 ‘’45.0%(27명),아니오 55.0%(33명) 다.흡연 여부는 ‘’

1.7%(1명),아니오 98.3%(59명) 다.식사를 규칙 으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서는 2끼 이하가 21.7%(13명),3끼 이상이 78.3%(47명) 고,규칙 인 식사

여부는 ‘’68.3%(41명),아니오 28.3%(17명) 다.식품 에 선호하는 종류로는

야채류 13.3%(8명),고기류 20.0%(12명),생선류 11.7%(7명),모두 좋다가

55.0%(33명) 다.식습 으로는 싱겁게 15.0%(9명),보통 55.0%(33명),짜게 먹는

편이 26.7%(16명) 다.하루에 물을 마시는 량은 1잔이 13.3%(8명),2잔이

20.0%(12명),3잔인 경우는 23.3%(14명),4잔 이상인 경우는 43.3%(26명)나 다.

3)조사 상자의 두피와 탈모에 한 특성

본 연구의 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피와 탈모에 련된 특성을 살펴 본 결과

<표 2-3>와 같다.두피유형은 건성두피 16.7%(10명),지성두피 18.3%(11명),정

상은 13.13%(8명), 민성 두피는 20.0%(12명),복합성은 8.3%(5명),기타가

23.3%(14명) 다.모상상태에 해서는 굵고 건강하다 25.0%(15명),탄력이 없다

20.0%(12명) 다.가늘고 약하다 45.0%(27명),거칠다 10.0%(6명) 다.비듬에

해서는 있다 38.3%(23명),없다 36.7%(22명), 없다가 25.0%(15명) 다.샴푸

횟수에 해서는 1일 1회 81.7%(49명),2일 1회는 16.7%(10명) 다.샴푸후 건

조방법에 해서는 자연건조 20.0%(12명),냉풍드라이 18.3%(11명),온풍드라이

60.0%(36명),타올드라이는 1.7%(1명) 다.린스사용에 해서는 ‘’78.3%(47

명),‘아니오’21.7%(13명) 다. 러싱 횟수는 하지 않는다가 30.0%(18명),1회

사용이 38.3%(23명),2회 이상이 31.7%(19명)이었다.염색 횟수는 하지 않는다가

1.7%(1명),1-2회가 5.0%(3명),3-6회가 28.30%(17명),6-12회가 65.0%(39명)

다.스타일링 제품에 해서는 사용하지 않음 31.7%(19명), 가끔 사용이

43.3%(26명),꼭 사용함 23.3%(14명) 다.탈모를 묻는 질문에는 이마 쪽에서 벗

겨지는 M자형이 35.0%(21명),정수리쪽부터 둥 게 벗겨지는 형은 20.0%(12명),

후두부 쪽에서 벗겨지는 형은 5.0%(3명), 체 으로 벗겨지는 형은 18.3%(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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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두피유형

건성두피
지성두피
정상
민성두피

복합성 두피
기타

10
11
8
12
5
14

16.7
18.3
13.3
20.0
8.3
23.3

모발상태

굵고 건강
탄력이 없다
가늘고 약하다
거칠다

15
12
27
6

25.0
20.0
45.0
10.0

비듬
있다
없다
없다

23
22
15

38.3
36.7
25.0

샴푸횟수
1일-1회
2일-1회

49
10

81.7
16.7

건조방법

자연건조
냉풍드라이
온풍드라이
타올드라이

12
11
36
1

20.0
18.3
60.0
1.7

린스사용
아니오

47
13

78.3
21.7

러싱 횟수
하지않는다
1회

2회이상

18
23
19

30.0
38.3
31.7

염색횟수

하지 않는다
1-2회
3-6회
6-12회

1
3
17
39

1.7
5.0
28.3
65.0

스타일링제품 사용
사용하지 않음
가끔사용
꼭 사용함

19
26
59

31.7
43.3
23.3

탈모 치는?

이마쪽 M자형
정수리 둥 게
후두부
체 탈모

21
12
3
11

35.0
20.0
5.0
18.3

탈모시기는?

20 후반
30 반
40 반
50 반

2
6
36
4

3.3
10.0
60.0
6.7

탈모지속기간?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21
16
4
6

35.0
26.7
6.7
10.0

<표2-3> 상자의 두피와 탈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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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기

없다
미용실
피부과
한의원

모발클리닉

28
7
3
2
12

46.7
11.7
5.0
3.3
20.0

탈모치료에 걸린
기간

없다
6개월 미만
6개월-1년미만
3년이상

30
11
8
1

50.0
18.3
13.3
1.7

아로마요법 아는가?
아니오

31
29

51.7
48.3

아로마 오일 아는가?

모른다
1개
2개

3개 이상

39
17
1
1

65.0
28.3
1.7
1.7

아로마요법 사용방법

발향법
향 만들기
비 만들기
족욕,목욕

18
10
11
18

30.0
16.7
18.3
30.0

평소건강 리 법

리안함
운동

건강기능식품
약물복용
체요법 사용

12
26
14
2
6

20.0
43.3
23.3
3.3
10.0

다.탈모시기에 한 질문은 20 후반이 3.3%(2명),30 반이 10.0%(6

명),40 반이 60.0%(36명),50 반이 6.7%(4명) 다.탈모가 발생했을

때 지속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1년 이하가 35.0%(21명),2년 이하가 26.7%(16명),

3년 이하가 6.7%(6명).4년 이상이 10.0%(6명) 다.탈모 치료기 으로는 없다가

46.7%(28명)로 탈모에 한 심각성을 반증해주고 있었다.미용실에서는 11.7%(7

명), 피부과에서는 5.0%(3명), 한의원에서는 3.3%(2명), 모발클리닉에서는

20.0%(12명)가 응답하여 모발 리에 한 소비자들의 심의 폭을 읽어볼 수

있었다.탈모를 치료하기 해 걸린 기간에 해서는 없다 50.0%(30명),6개월

미만이 18.3%(11명),6개월에서 1년 미만이 13.3%(8명),3년 이상이 1.7%(1명)

다.아로마 요법에 한 사용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1.7%(31명),‘아니오’

48.3%(29명)로 응답해 아로마 요법이 상당부분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을 알

수 있었다.아로 오일에 한 정보를 묻는 질문에는 모른다 65.0%(39명),1개

28.3%(17명),2개 1.7%(15명),3개 이상 1.7%(1명) 다.아로마요법 사용방법을

아로마 기본 지식에 련된 질문에는 발향법이 30.0%(18명),향 만들기가

16.7%(10명),비 만들기가 18.3%(11명),족욕이나 목욕에 사용한다가 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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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평균 표 편차 torF p

연령

39세 이하 3.84 0.24

0.786 0.507
40-44세 3.86 0.45

45-49세 3.75 0.42

50세 이상 3.95 0.34

학력
고졸 3.96 0.26

2.586
*

0.013
졸이상 3.71 0.44

월평균소득
3백만원 미만 3.83 0.41

-0.009 0.993
3백만원 이상 3.83 0.38

결혼여부
미혼 이혼 3.71 0.26

-0.951 0.394
기혼 3.85 0.40

자녀수

없음 3.71 0.26

0.179 0.910
1명 3.83 0.14

2명 3.86 0.44

3명이상 3.82 0.36

명) 다.평소 건강 리에 한 질문에는 리안함 20.0%(12명),운동한다

43.3%(26명),건강기능식품 23.3%(14명), 체요법을 사용한다가 10.0%(6명)으로

나타났다.

2.두피 상태 만족도 비교

1)일반 특성에 따른 두피 상태 만족도 비교

일반 특성이 두피 상태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검정한 내용

은 <표 2-4>와 같다.연령,학력,월평균 소득,결혼여부,자녀수에서 학력을

제외하고는 만족도에 변화를 주지 못했는데 학력에서만 <표 2-4>처럼 고졸이

3.96이고, 졸 이상이 3.71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86,p=0.013).

<표 2-4>일반 특성에 따른 두피 상태 만족도 비교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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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평균 표 편차 torF p

수면시간
6시간 미만 3.85 0.34

0.178 0.859
7-8시간 3.83 0.42

숙면 여부
3.84 0.38

0.051 0.960
아니오 3.84 0.40

규칙 인

운동

3.77 0.48
-0.885 0.384

아니오 3.88 0.33

운동량

안한다 3.85 0.33

0.684 0.566
1회미만 3.95 0.30

1-2회 3.76 0.52

3회이상-매일 3.81 0.31

음주
3.91 0.34

1.330 0.189
아니오 3.78 0.41

식사량
2끼 3.88 0.21

0.598 0.553
3끼이상 3.83 0.43

규칙 인

식 사

3.79 0.42
-1.303 0.200

아니오 3.92 0.29

식품의

종류

야채류 3.66 0.34

1.428 0.245
고기류 4.01 0.28

생선류 3.84 0.33

모두 좋다 3.82 0.43

식습

싱겁게 먹는다 3.76 0.33

0.742 0.481보통 3.79 0.42

짜게 먹는다 3.92 0.34

물의
음용량

1잔 3.95 0.32

0.901 0.447
2잔 3.82 0.48

3잔 3.94 0.28

4잔 이상 3.76 0.41

2)건강과 식생활에 따른 두피 상태 만족도 비교

건강과 식생활에 따른 두피 상태 만족도 비교는 <표 2-5>와 같다.수면시간,

숙면,규칙 인 운동,운동량,음주,식사량,규칙 인 식사,식품의 종류,식습 ,

물의 음용량은 두피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5>건강과 식생활에 따른 두피 상태 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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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평균 표 편차 torF p

연령

39세 이하 3.73 0.65

2.764 0.051
40-44세 4.26 0.43

45-49세 3.81 0.59

50세 이상 3.80 0.44

학력
고졸 3.97 0.40

0.903 0.371
졸이상 3.84 0.67

월평균소득
3백만원 미만 3.83 0.47

-0.936 0.354
3백만원 이상 3.96 0.58

결혼여부
미혼 이혼 3.93 0.71

0.088 0.935
기혼 3.90 0.55

자녀수

없음 3.93 0.71

0.164 0.920
1명 4.02 0.81

2명 3.86 0.49

3명이상 3.94 0.60

3.아로마요법 후 두피 리 만족도 비교

1)일반 특성에 따른 아로마요법 후 두피 리 만족도 비교

일반 특성이 아로마 요법과 두피경락마사지를 함께한 후의 두피와 탈모 개선

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악하기 해 검정한 내용은 <표 2-6>과 같다.연

령,학력,월평균 소득,결혼여부,자녀수는 아로마요법 후 두피 리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6>일반 특성에 따른 아로마요법 후 두피 리 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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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평균 표 편차 torF p

수면시간
6시간 미만 3.66 0.56

-2.664
*

0.011
7-8시간 4.05 0.49

숙면 여부
3.93 0.50

0.431 0.668
아니오 3.87 0.60

규칙 인
운동

4.01 0.55
1.202 0.237

아니오 3.83 0.54

운동량

안한다 3.88 0.50

0.220 0.882
1회미만 3.98 0.52

1-2회 3.82 0.63

3회이상-매일 3.92 0.57

음주
3.77 0.51

-1.604 0.115
아니오 4.00 0.57

식사량
2끼 4.14 0.58

1.765 0.094
3끼이상 3.83 0.53

규칙 인
식 사

3.92 0.53
0.782 0.442

아니오 3.79 0.61

식품의 종류

야채류 3.31
a,

0.11

5.019
**

0.004
고기류 4.21b 0.15

생선류 3.82
ab

0.15

모두 좋다 3.93
ab

0.10

식습

싱겁게 먹는다 3.86 0.62

0.012 0.988보통 3.89 0.59

짜게 먹는다 3.88 0.46

물의 음용량

1잔 3.88 0.59

0.749 0.528
2잔 3.75 0.43

3잔 3.82 0.48

4잔 이상 4.02 0.63

2)건강과 식생활에 따른 아로마요법 후 두피 리 상태 만족도 비교

건강과 식생활에 따른 아로마 요법과 두피경락마사지를 함께한 후의 두피와 탈

모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악하기 해 검정한 내용은 아래의 <표

2-7>과 같다.수면시간은 6시간 미만이 3.67이고,7-8시간 수면이 4.05로 수면시

간이 많은 수록 만족도가 높았다(t=-2.664,p=0.011). 한 식품의 종류에 따라

아로마 요법 후 두피 리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사후검정결과 고기류

식품을 먹는 사람이 야채류 식품을 먹는 사람보다 만족도가 높았다(t=5.019,

p=0.004).

<표 2-7>건강과 식생활에 따른 아로마요법 후 두피 리 상태 만족도 비교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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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t p

편 2.777 0.747 3.717 0.000

두피상태 만족 -0.022 0.197 -0.110 0.913

두피 리 만족 -0.200 0.140 -1.429 0.159

*F=1.271,p=0.289,R
2
=0.010

B SE t p

편 2.595 0.582 4.457 0.000

두피상태 만족 0.153 0.153 0.996 0.324

두피 리 만족 -0.399 0.109 -3.667 0.001

*F=6.818,p=0.002,R
2
=0.175

4.아로마 요법과 두피경락마사지가 년 여성의 탈모와 두피 개선에 미

치는 효과

1)신체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

실험에 참여한 년여성들의 신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은 검정 결과 <표

2-8>처럼 모발 두피경락마사지 후 두피 상태 만족도는 신체 스트 스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t=-0.110,p=-1.429). 한 아로마 요법과 두피경락마사지를

함께한 후의 두피와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한 두피 리 만족도

역시 신체 스트 스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t=-1.429,p=0.159).

<표2-8>신체적 스트 스에 향  미치는  

2)감성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

실험에 참여한 년여성들의 감성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은 검정 결과 <표

2-9>처럼 모발 두피경락마사지 후 두피 상태의 만족도는 감성 스트 스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t=0.996,p=0.324).그 지만 아로마 요법과 두피경락마사지

를 함께한 후의 두피와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한 두피 리 만

족도는 감성 스트 스에 유의하게 향을 미쳤다(t=-3.667,p=0.001).

<표 2-9>감 적 스트 스에 향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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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 의

본 논문은 년여성에게 있어 두피 탈모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해 실시하 다.

아로마 요법의 효과는 에센셜 오일의 향이 후각신경을 통해 뇌의 변연계

(limbicsystem)로 달되어 신경생리화학 작용을 나타낸다. 한 호흡에 의해

폐에서 으로 흡수되어져 뇌에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세로토닌(serotonin)

이라는 스트 스 항호르몬의 분비를 진하여 지나친 긴장이나 걱정을 감소시

킨다(이성희,2000).에센셜 오일은 다양한 화학성분을 지닌 순도 100%의 오일로

식물의 생물 화학 구조상 그 식물의 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세포 사

이에 존재하는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며,생리 기능을 조 하고 정보를 달

하는 일을 한다.즉 식물을 해충이나 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번식을 하는데 여하

며 식물 스스로가 스트 스 상황에 처하여 환경에 응하는 물질이다(오홍근

등,2001).

이경희(2001)는 아로마 요법이 년기 여성의 수면장애가 안정되고 우울성향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고,차성환(2002)은 주 으로 스트 스를 호소하는 년

여성 45명을 상으로 베르가못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향기 흡입법을 실시하여

향기 흡입후 신체 ․심리 으로 스트 스 수가 향기 흡입 보다 낮아져 베

르가못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향기흡입법이 년여성의 스트 스 증상에 정

인 향을 다고 하 다.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오 희(2002)는 자궁 출술을 받게 된 41명의 환자 20명의 통제집단과 21명

의 실험집단을 두어 실험집단에만 향기 흡입법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실험집단

은 통제집단보다 불안 수가 낮아 향기 흡입법이 자궁 출술 환자의 불안 감소

에 효과가 있다고 하 고,이 선(2002)은 환자들을 상으로 수술 에 향기요

법을 실시하여 불안 감소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차성환(2002)은 버가못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향기 흡입 후의 신체 스

트 스와 심리 스트 스감소가 p<0.0001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로마 요법은 여러 상자들에서 스트 스 반응1)을 완화시키

는데로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우울,불안,맥박, 압,코티졸 농도를

1) 한 개  지각하는 능  상  에  라가지 못할  생 는 균 감  지각  나

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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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피 리에는 마사지의 방법이 사용되는데,마사지는 손을 이용하여 효과 으로

인체의 연조직을 자극함으로써,신경 근육계의 산출 효과와 액과 림 의 국

소 반 인 순환을 다루는 조작이고 과학 인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마사지는

경찰법,강찰법,고타법,유연법,진동법 등이 있는데,이러한 동작 두피경락마

사지에서는 일반 피부마사지에 비해서 강도와 을 약하게 하는 편이다.이러

한 동작을 히 조작하여 피부나 근육의 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신진 사

를 왕성하게 하여 노폐물을 짧은 시간 안에 제거함으로써,체내 필요한 산소나

양분을 하게 공 할 수 있도록 도와 다. 한 간 으로는 반사 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을 지 하고 비정상 인 흥분상태를 진정시키 하되어 있는 기

능을 높일 수도 있다(김주 ,2004).김주 (2004)에 의하면 두피경락마사지 로

그램을 15분 동안 실시한 후 HRT2)는 감소했으며 심장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SDDN은 유의하게 증가하 다. 한 SNS의 활동지표인 LF(low frequency)3)는

두피경락마사지 실시 후 유의하게 감소하 고,PNS의 활동 지표인 HF(high

frequency)는 증가하 다.두피경락마사지의 효과는 연령 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욱 컸다고 하 다

두피경락마사지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 해주어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며,집 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

다는 보고도 있다(이순희,2004).

경 은 경락에 있으면서 안과 밖을 오가며 생리 병리가 달되며 아울러 질

병의 치료 이 되는 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한세 ,1997).인체내의 장부나

경락의 기가 피부 표면 에 나타난 곳인 경 을 자극함으로써 인체의 각 기 의

음양을 조 하여 자연치유력을 길러주고 신의 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호르

몬의 분비를 진시켜 세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독맥에서 두피의 양을 공

해주고 머릿결을 윤기 나게 하는 백회 과 액순환을 진시키고 신의 활

2) HRV는 원래 심 계 애  조사 평가하는  사  것  특수 체 동 들  보통  

보다 심  돌연사  험  보다 많  경고함   후에 한 정보  HRV  통해 제

공할 수 다는 사실  견  후 여러 조사 들  여타 다  질 에 어  HRV   조사

하  시 하 다. HRT(heart rate)는  시간동안  평균 심 동수  나타낸다. SDDN  시

간 동안  심 동  변  나타낸다. 것  크다는 것  심 신 가 그만큼 규칙하다는 것

 스트 스에 한 처능  크다는 것  미한다.

3) 심 변동  주 수 역  하  저주   (LF)  감신경과  심 변동  나타내

고, 고주  (HF)  심 변동  과  는 감 신경  하는 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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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증강시킨다(이덕수 외 2005).

두경부를 자극하는 두피경락마사지의 효과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

되며,단기간과 장기간의 효능은 개인 으로 다양하고 진 으로 나타난다.얼

굴,두피,목,상부의 등,어깨근육의 모든 부분의 통증과 경직을 풀어 으로써

목과 어깨부분 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한 두피를 자극해주는 마사지는

긴장성 두통, 의 피로를 해소 시킨다(Susanne,1998).심리 으로는 에 지의 증

를 가져와 스트 스,불안,무기력,우울증의 상태를 개선시키고 나아가 면역체

계의 강화를 가져온다.그리고 창조성과 사고의 명료성을 극 화하여 집 에 필

요한 자신감과 자기가치를 증 시킨다.

두피면의 마사지는 두피의 액순환을 진시켜 강하고 건강한 윤기 있는 모발

의 생성을 유도한다(Harish,1996)는 보고도 있다.

두피경락을 자극하는 일명 헤드 마사지는 한 죽은 각질세포의 제거를 돕고,세

포 분열을 자극해서 세포들이 표면을 향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해 으로 써 피

부의 외 과 결을 개선시키는 신선한 새로운 세포들의 증가를 돕는다 여기에 아

로마 요법이 더해져 두피경락 마사지가 주는 심리 효과를 더 강화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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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제1 결론

본 논문은 발향으로 하는 아로마 요법과 두피경락마사지에 의한 모발건강 리

로그램(hairhealthcateprogram)을 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

공하기 함이며 구체 인 개 목 은 아로마 향이 주는 심리 인 치유효과와

두피에 산재해 있는 경락을 효과 으로 자극하여 년여성들에게 보다 효과 인

건강 리의 재법으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자료 수집은 2012년 5월부터 10월 까지 5개월간 에센션 오일을 블랜딩한 아로마 흡입

법과 경락과 경 을 활용한 두피경락마사지를 실시한 실험을 시행했다.

년여성들의 모발 두피경락마사지 후의 만족도 검정을 해 측정 척도는 Korgan,

Patricia가 개발하여 이소우가 1993년에 번역 사용한 SOS(SymptomsofStress)

척도 설문을 연구 상에게 맞게 약간 수정·보완하 다.아울러 두피상태를 묻는

측정 척도 도구는 최옥순(2012)의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 상

에게 맞게 약간 수정·보완하 다.수집된 자료는 SPSSWin15.0 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 으며 일반 특성은 실수,백분율,평균 표 편차 등의 서술 통계를 사

용했다.실험 상자들의 모발 두피경락마사지후의 두피 상태 만족도 조사와 아로마

요법과 함께한 두피경락마사지 후의 두피 리에 한 한 만족도 분석을 해서 측

정도구에 맞는 빈도분석과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1.두피경락마사지가 년 여성의 두피와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와 아

로마 요법과 두피경락마사지를 함께한 후의 두피와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

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에 참여한 년여성들이 실험후 신체 스트 스에 미

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모발 두피경락마사지 후 두피 상태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t=-0.110,p=-1.429).아로마 요법과 두피경락마사지를 함께

한 후의 두피와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한 두피 리 만족도에서

도 역시 향을 미치지 않았다(t=-1.429,p=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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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두피경락마사지가 년 여성의 두피와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와 아

로마 요법과 두피경락마사지를 함께한 후의 두피와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

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에 참여한 년여성들의 감성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은 검정 결과 모발 두피경락마사지 후 두피 상태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

지 않았다(t=0.996,p=0.324).그 지만 아로마 요법과 두피경락마사지를 함께한

후의 두피와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한 두피 리 만족도에서는

감성 스트 스에 유의하게 향을 미쳤다(t=-3.667,p=0.001).

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아로마 요법과 두피경락 마사지가 심리 안정 효과와

더불어 피부와 모발 상태를 개선시켜 탈모 방과 두피 상태의 개선에 정 효

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2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모발과 두피경락마사지를 효율 으로 하기 해서는 아로마 요법,원 치료,

음악치료와 같은 심리 변인을 도와주는 보조 인 보완 체의학 근이 필요

하다.

2)아로마 오일을 단순한 발향보다는 천연 오일을 활용한 두피자극용 크림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3)두피를 자극하는 방법에 한 좀 더 구체 인 체계와 리 로그램에 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요컨 아로마 요법을 근거로 한 발향과 두피경락마사지에 의한 모발건강 리

로그램(hairhealthcareprogram)을 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 자료 제공

을 한 아로마 향이 주는 심리 인 치유효과와 두피에 산재해 있는 경락을 효

과 으로 자극할 수 있는 두피경락마사지 기술을 연구하여 확 보 하여야 할

것이다.아울러 두피경락마사지가 단순한 업상의 이익을 극 화하기 해 상품

화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복잡한 삶의 여정에 시달리고 쫓기는 삶들을 로해주

고 치유할 수 있는 보완 체의학 치료도구들이 좀 더 체계 이고 종합 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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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  지 조사]

아로마 요법에 의한 년여성들의 두피 탈모개선 효과에

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에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는 조선 학교 보건 학원에서 체의학을 공하는 황 숙 입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 졸업 논문인“아로마 요법에 의한 년여성들의 두피 탈모

개선 효과에 한 연구”를 한 설문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의 연구를 한 소 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모든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나 하나가 본 연구와 요한 련이 되므로 바쁘시더라도 한 문장도 빠짐

없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를 해 조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합니

다.

2012년 10월

조선 학교 보건 학원

체의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임 경 교수님

연 구 자 :황 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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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다음은 귀하의 일반 특성에 한 질문입니다.

성명 : <가명이나 애칭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각 질문을 보시고 해당번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나이는?

① 20~30 ② 35~39 ③ 40~44 ④ 45~49 ⑤50세 이상

2.귀하의 성별은?①남( )②여( )

3.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 ② 학교 졸 ③ 학원 졸 ④기타( )

4.귀하의 직업은?

① 문직, 문기술직(종교인,언론인,교육계 종사자, 술가)

② 생산직(숙련직,기술직)등 ③ 상업서비스(운수업,소규모가계,도매상)등

④ 기타(구체 으로)

5.귀하(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① 100만원 미만 ②100~200만원 ③200~300만원 ④300~400만원 ⑤500만원 이상

6.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는 별거

7.귀하의 자녀수는?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이상

Ⅱ.다음 귀하의 건강과 식생활 특성에 한 질문입니다.

8.하루의 평균 수면시간은?

① 4시간미만 ② 4~6시간 ③ 7~8시간 ④ 9시간 이상

9.수면시 숙면을 취하십니까?

① ②아니오.

10.규칙 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① ② 아니오.

11.일주일에 운동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안한다. ② 1회미만 ③ 1~2회 ④ 3회이상~매일

12.음주를 하십니까? ① ② 아니오.

13.흡연을 하십니까? ① ② 아니오.

14.하루 식사는 규칙 으로 하십니까?

① 1끼 ② 2끼 ③ 3끼 ④ 그 이상 기타

15.식사는 규칙 으로 드십니까? ① ② 아니오.

16.식품 어느 것을 선호 하십니까?

① 야채류 ② 고기류 ③ 생선류 ④모두 좋다.

17.식사의 식습 은 어떠하십니까?

① 싱겁게 먹는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짜게 먹는 편이다.

18.하루에 물은 몇 잔 드십니까?(200ml)

① 1잔 ② 2잔 ③ 3잔 ④ 4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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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다음은 두피에 련 탈모에 한 질문입니다.

1.귀하의 두피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건성두피 ② 지성두피 ③ 정상 ④ 민성 두피 ⑤복합성 ⑥ 모른다.

2.모발상태는?

① 굵고 건강 ② 탄력이 없다. ③가늘고 약함 ④거칠다.

3.두피에 비듬이 있는가?

① 있다 ②약간 있다. ③ 없다. ④ 계 에 따라 있다.

4.샴푸는 하루에 몇회 하는가?

① 1일-1회 ②2일-1회 ③기타(기제해주세요.)

5.샴푸 후 모발을 건조하는 방법은?

① 자연건조 ②냉풍드라이 ③ 온풍드라이 ④ 타올 드라이

6.린스를 사용하는가? ① ② 아니오.

7. 러싱(머리를 빗는것)은 하루에 몇 회 하는가?

① 하지 않는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8.염색은 1년에 몇회 하는가?

① 하지않는다 ② 1~2회 ③ 3~6회 ④ 6~12회

9.스타일을 마무리할 때 모발용 스타일링 제품(젤,왁스,스 이 등)을 사용

하는가?

① 사용하지 않음 ② 가끔사용 ③ 꼭 사용함

10.귀하 두피 탈모부분은?

① 이마쪽에서 벗겨지는 M자형 ② 정수리 쪽부터 둥 게 벗겨지는 형

③ 후두부 쪽에서 벗겨지는 형 ④ 체 으로 벗겨지는 형

11.두피의 탈모발생 시기는?

① 20 후반 ② 30 반 부터 ③ 40 반부터 ④ 50 반부터

12.탈모증상이 처음 생긴 이후 탈모증상이 지속된 기간은?

① 1년이하 ② 2년이하 ③ 3년이하 ④ 4년이상

13.탈모증을 치료하신 기 은?

① 없다. ② 미용실 ③ 피부과 ④한의원 ⑤ 모발클리닉

14.탈모증을 치료하신 기간은?

① 없다. ② 6개월미만 ③ 6개월~1년미만 ④1년~2년미만 ⑤ 3년 이상

15. 재의 두피마사지 이 에 아로마테라피(아로마 요법)에 해 들어보셨습니

까?

① ② 아니오

16.아로마요법에 사용되는 오일을 어주세요.

① 모른다. ② 1개( ) ③ 2개 ( ) ④ 3개이상( )

17.다음 아로마테라피로 사용되는 방법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은?

① 발향법 ② 향 만들기 ③ 비 만들기 ④ 족욕이나 목욕에 사용하기

18.귀하는 평상시 건강 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① 리를 하지 않는다. ② 운동을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다.

④ 약물복용을 한다.(양,한약) ⑤ 체요법으로 리(식이요법,마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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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모발 두피마사지 후 두피상태 만족도 조사

1.두피 가려움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매우증가하 다.②약간증가하 다.③ 과동일하다④약간감소하 다.⑤매우감소하 다.

2.두피의 피지량이 감소 되었습니까?
①매우증가하 다.②약간증가하 다.③ 과동일하다④약간감소하 다.⑤매우감소하 다.

3.두피상태는 개선되었습니까?
①매우증가하 다.②약간증가하 다.③ 과동일하다④약간감소하 다.⑤매우감소하 다.

4.주 측면에서 육안으로 보아 모발이 수 으로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악화되었다.②약간악화되었다.③ 과동일하다④약간개선되었다.⑤매우개선되었다.

5.머리색깔이나 솜털 모습 등 모발의 체 인 변화는 어떻습니까?
①매우악화되었다.②약간악화되었다.③ 과동일하다④약간개선되었다.⑤매우개선되었다.

6.탈모가 되지 않는 부 로 모발도 굵어지고 머리숱이 더 많아지는 개선효과가

있었습니까?
①매우악화되었다.②약간악화되었다.③ 과동일하다④약간개선되었다.⑤매우개선되었다.

7.모발 두피를 자극하고 목부 와 어깨주변을 자극할 때 불편함이 감소 되었

습니까?
①매우증가하 다.②약간증가하 다.③ 과동일하다④약간감소하 다.⑤매우감소하 다.

8.두피 리와 련하여 다른 당부의 말 이나 의견을 어주시면 다음의 리와

연구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Ⅴ.아로마요법과 함께한 두피마사지 후 두피 리에 한 만족도

1.두피 리후 신체 스트 스 변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2.두피 리후 심신의 스트 스에 완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3.두피 리를 통한 두피건강 변화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4.두피 리 마사지 후 두피상태 변화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5.두피 리에 사용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 향에 한 만족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6.두피 리시 사용한 아로마 향이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7.두피 리시 아로마 향을 맡으며 다시 두피 리를 받고 싶을 정도로 만족하십

니까?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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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항  상

느 다.

  주

느 다.

가  끔

느 다.

전  

없었다.

1 얼 나 신체 에 경  생 다. 1 2 3 4

2 등 가 직하다. 1 2 3 4

3 가슴에 통  느낀다. 1 2 3 4

4 눈  피 하고 시리다. 1 2 3 4

5 나 어  결림  주 다. 1 2 3 4

6 통  심하다. 1 2 3 4

7 열 상  생 다. 1 2 3 4

8 량  다. 1 2 3 4

9  저린다. 1 2 3 4

10 가 항상 뻐근하다. 1 2 3 4

      상
항  상

느 다.

  주

느 다.

가  끔

느 다.

전  

없었다.

1 매우 거나 안하다. 1 2 3 4

2 사 한 에 매우 신경질 적  다. 1 2 3 4

3 감, 감  느낀다. 1 2 3 4

4 아침 지 피 가 남고, 에  지않는다. 1 2 3 4

5 가 나  신  감정  억제할 수 없다. 1 2 3 4

6 심각한 고민  리에  나지 않는다. 1 2 3 4

7 든 에 집  할 수가 없다. 1 2 3 4

8 든 에  만  생 다. 1 2 3 4

9 가족과 함께 는 시간도 편치 않다. 1 2 3 4

10 남들  나   보고 다는 생각 든다. 1 2 3 4

Ⅵ.다음은 두피와 모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모의 원인이 스트 스일

수 있다는 생각에 아래의 문항을 만들었습니다.스트 스를 받았을 때 나

타나는 반응입니다.다음 귀하에게 가장 한 답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우측의 칸에 표하여 주십시오.

1.두피에 향을 주는 신체 스트 스 척도 측정지

2.두피에 향을 주는 감성 스트 스 척도 측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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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허락

학  과 대체의학과 학 번 20118636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황현숙     한문: 黃賢淑    문 :HYEON SOOK - HWANG 

주  소 주 역시 서  상무2동 명아파트 103동 1306호

연락처  E-MAIL : gamin1050@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아 마 과 피경락마사지가 여  탈  
       피개 에 미치는 과에 한 연

  본  저 한  저 에 하여 다 과 같  조건아래 조 학 가 저     

할 수 도  허락하고 동 합니다.

- 다          -

1. 저  DB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  한 저  복제,

  억 치에  저 , 전  등  허락함

2.  적  하여 필 한  내에  편집ㆍ 식상  변경  허락함. 다만,

  저  내 변경  지함.

3. 포ㆍ전  저  리적 적  한 복제, 저 , 전  등  지함.

4. 저 에 한 간  5  하고, 간종료 3개월 내에 별도  사 시가

  없  경우에는 저  간  계  연 함.

5. 해당 저  저  타 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허락  하  경우에는

  1개월 내에 학에  통보함.

6. 조 학 는 저  허락 후 해당 저  하여 생하는 타 에 한

  리 침해에 하여 체  적 책  지지 않

7. 학  정 에 저  제공   등 정보통신망  한 저

   전 ㆍ  허락함.

동 여  : 동 ( √  )   (     ) 

2012      월       

  

                      저 :         숙    (  또는 )

조 학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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