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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dethisstudyofexaminationtoknow how theessentialoilcouldinfluencetheskincon-

ditionofthemaleandfemalestudentsagedfrom 10-29.Iletthesestudentstousetheteatree

essenceoilandinterviewedthem withthequestionnaire.AndIcomparedthephotostakenbefore

theyusedtheteatreeessenceoilwiththephotostakenaftertheyusedit.

ThoughIhadexamined70studentsintotal,Ianalyzedtheresultofthe61availablesheetsof

questionnaireafterIhadtoomitthe9unavailablephotos.AndItooktheusefulcasematerialsof

the10photoswithgoodresolution.Theresultofthisstudyisasfollow.AndI'dliketosumma-

rizethisstudylikethisbelow.

Firstly,thesubjectofthisinvestigationwascomposedof14teenagersand47personsagedbe-

tween20-29.

Secondly,outofthetotalexaminedpersons,17personshadthe'cotton-styled'pimples(27.9%),

16personsforthepapulepimples(26.2%),15personsforthepustulepimples(24.6%)and13per-

sonshadtheencystedtumorpimples.23personsweretroubledwiththepimpleswholeontheir

face(37.7%).14personsweretroubledwiththepimplesaroundtheirmouth(23%).13personswere

troubledwiththepimplesontheirforeheads(21.3%).11personsweretroubledwiththepimpleson

theircheeks(18.0%).Aboutthetimeoftheoutbreakofpimples,9personshadthem inthefirst

halfoftheirteenage,37personsinthelatterhalfoftheirteenage.11personsinthefirsthalfof

theirtwentyages.And4personsinthelatterhalfoftheirtwentyages.

Abouttheduration ofthepimples,32personssufferedfrom thepimplesformorethan 5

years(52.5%),29personssufferedfrom thepimplesforlessthan5years(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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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ly,abouttheeffectoftheteetreeoiltoremovethepimples,23personshadtheeffectof

usingteetreeoiltoremovethepimplesintwoweeks.14personshadtheeffectinaweek9

personshadtheeffectinthreeweeks.But6personsdidn'texperienceanyeffectwiththeoil.

29personsexperiencedthesatisfactoryeffectoftheoilafteritsuseinthreemonth.16persons

experiencedthepositiveeffectwhentheyuseditaftertwoweeks.13personsgotnoeffectofit.

3personsfeltitseffectafteraweek.

Fourth,accordingtothelevelofsatisfactionofusingtheteetreeessenceoil,6personsstrong-

lyconfirmedit(9.8%).14personsconfirmedit(23%).

36personshadneutralattitude(59.0%).But5personsgotthenegativeanswer(8.2%).2persons

wanttostronglyrecommendtheteetreeoiltotheirneighbors(3.3%).14personsmightrecom-

mendtheteetreeoiltheirneighbors(23.0%).33personsgottheneutralattitude(55.7%).

But11personswouldneverrecommendittotheirneighbors(18.0%).

Forthecureofanotherdisease,8personswouldliketousetheteetreeoilforanothertreat-

ment(13.1%).25personsisinclinedtouseitforanothertreatment.23personsgottheneutralidea

onit(41.0%).

But5personsgotnegativeideaonit(8.2%).

Fifth,aboutthelevelofthesatisfactionofthedurationoftreatment,

9personsreplywaspostive(14.8%)17personsreplywasmoderate(27.9%)33personsreply

wasnegative(54.1%)And2personsreplywassonegative(3.3%).

Finally,mostoftheinvestigatedpersonsacquiredtheeffectofremovingthepimplesinoneor

twoweeks.

Ⅰ.서론

1.연구의 배경 목

사회에서는 시 흐름에 따라 피부미용

이 건강 인 부분과 더불어서 보다 요시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이를 한 여성들의 많은 노력

은 건강에 한 심과 더불어 인류 역사를 통해

미의 추구와 함께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피부

과와 피부 미용실이 증하면서 피부 미용을 지

속 으로 서비스 받는 고객 한 보다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건강에 한 심이 자연 지

향 인 치료나 리로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 면

서 미에 한 심도 내면 인 건강을 통해 피부

의 건강을 찾으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이러

한 시 에서 다양한 치유법들이 자연치료법의 형

태로 동서양을 막론하고,각 을 받고 있다1.그러

한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리법 의 하나가 아

로마테라피이다.이러한 아로마테라피는 특히 피

부미용의 역에서도 다양하게 목되면서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이다.

아로마테라피의 피부미용 효과가 2～3년

부터 알려지면서 피부 리실에 리 사용돼 왔

을 뿐만 아니라 의사,한의사 등이 련학회(한국

아로마테라피 회, 한향기의학회,한의자연요법

학회 등)를 만들만큼 의약분야에서도 많은 인정

을 받고 있다2. 한 국제인증 아로마테라피 교육

과정도 국내에 도입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IFA,IFPA,CFA등이 표 이라고 할 수있

다.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는 향,즉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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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잎 자연의 힘을 이용해 몸과 마음에 정

효과를 얻어내는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치료법이

다.아로마테라피의 ‘아로마(aroma)’는 그리스어

‘향신료(spice)’에서 생된 말로 일반 으로 향을

의미하고,‘테라피(therapy)’는 ‘치료(theatment)’

의 의미를 가진다3.여기서 치료는 인 인 요법

을 의미하며 통 인 의료의 에서 벗어나

체 요법의 의미로 질병의 경우 사용되며 논쟁

이 되고 있는 요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로마테라피에 이용되는 식물정유의 각종 유

효성분이 신체와 정신의 부조화를 개선하여 균형

을 맞춰주며 동시에 몸의 기운을 북돋아 자연

치유를 가능 하므로 미와 건강증진을 한

체요법의 하나로 그 요성이 차 확 되고 있

다4.피부미용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리법의 하

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부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여드름은 가장

큰 부정 요인으로 단된다. 부분의 남녀 청

소년들은 여드름 때문에 골칫거리를 앓고 있고

여드름의 피부개선은 화학 박피술과 압출기를 이

용하여 면포를 제거하는 물리 인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아로마테라피에서도 에센셜 오일

의 하나인 티트리 오일은 항균,항염 작용이 있

어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드름은 모낭피지선의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그 발생 경향을 살펴보면 20 에 발생하여 20

후반에 쇠퇴하는 것이 일반 인 추세지만 20

혹은 30 에 시작하여 수년간 지속되기도 하고,

40 이후에도 남성의 1%,여성의 5%정도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5.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

다 할지라도 주로 얼굴 등 노출부 에 많이 발생

하여 여드름이 있는 자의 정신상태와 심리 으로

요한 향을 미친다6.그러므로 여드름 피부개

선은 피부뿐 아니라 정신 인 부분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피부 리는 재 각

받고 있는 분야이나 무나 많은 다양한 에션셜

오일을 사용하고 있어 뚜렷하게 어느 것을 선택

해야 할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7.

따라서 본 연구자는 티트리 에션셜 오일의 효

과를 검증하여 피부미용인들의 여드름피부 리

에 효과 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

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여드

름 피부의 효과를 검증하기 한 것이며 이에 따

른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여드름의 피부 상태는 자기기입 설문을

통하여 기록토록 하 으며,면포성,구진성,농포

성,낭종성의상태를 설명하여 연구 상자가 단

하도록 하 다.

둘째,여드름피부상태개선을목 으로면포성

여드름부터 낭종성 여드름 상태를 가진 학생을

상으로 일반 인 특성,여드름의 정도를 분석

하고자 하 다.

셋째,피부상태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기간과사용기간에 따른만족도,사용 ,후의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하 다.

넷째,티트리에션셜오일사용 과사용1주,2

주,3주의 사진을 통하여 여드름 피부개선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2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는 북지역에 거주하는 10～20 남녀

학생을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방법으로는 티트리 에션셜 오일 사용의 실

제 효과의 실증 분석을 하여 국 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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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horaAromaticsLtd.,의 티트리 에션셜오일

10ml를 설문과 함께 배포 하 고 매일 면 을 이

용해 여드름 부 에 바르게 하 으며 1주일 단

로하여3주간피부의변화를살펴보고자사진촬

을 하 다.

AmphoraAromaticsLtd.,의 티트리 에션셜 오

일의 성분은 Alcohols 45%(terpinen-4-ol, α

-terpineol,globulol,viridiflorol),Monoterpens

41%(α-pinene, α-terpinene, γ-terpinene, ρ

-cymene, limonene, terpinolene, myrcene),

Oxides 7.0%(1.8-cineole, 1.4-cineole),

Sesqiterpenes 6.0%(aromadendrene, viridi-

florene,cadinene,caryophyllene),Remoinder

1.0%8로 구성되어 있다.

실증 인 분석을 하기 하여 피부의 처음 상

태 효과 등을 설문조사 하 다.

설문에는 일반 인특성으로 성별,연령,담배,

흡연 유무,술 음용 유무를 악하 고 여드름 실

태 악을 한 조사를 바탕으로 티트리 에션셜

오일의 사용 후의효과와사용 후의 만족도 사

용 ,후의 사진을 근거로 한 피부상태 개선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설문 티트리 에션셜오일 사용 조사는 2003

년 9월 1일에 배포하여 9월 26일에 수거하 으며

70명의 여드름 피부를 상으로 설문 피부상

태개선 효과를 연구 검토 하 다.

본 논문의 제2장은 본 연구와 련된 이론을

살펴보기 한 기존의 연구문헌을 검토하는 장으

로 여드름에 한 제반이론,아로마테라피의

용,에션셜 오일의 항균작용,티트리 에션셜 오일

에 하여 이론을 정리하 다.제3장은 연구방법

차를 악하고 제4장은 티트리 에션셜 오일

이용자들의 여드름실태,만족도와 여드름피부상

태 개선 효과에 한 사진을 수록하 다.

Ⅱ.이론 배경

1.여드름

1)여드름의 개념

여드름은 사춘기 청소년에서 많이 발생하며 심

상성 좌창이라고도 한다.좌창은 모 피지선에 발

생하며 면포,구진,낭종,결 등을 동반하는 염

증성 피부질환으로 가벼운 경우는 치료하지 않아

도 로 사라지나,심한 경우는 치유 후에도

축성,비후성 반흔이나 로이드를 형성할 수 있

다9.

여드름은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생

되는데 기름 분비가 많으면 각질층의 세포에 기

름이 많아져서 세균이 증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털구멍이 좁아져 막히기 쉬워지는데 털구멍이

막히더라도 기름의 분비량은 어들지도 억제되

지도 않고 계속 분비된다.그러므로 밖으로 나오

기 어려워진 기름에 세균이 엉겨 붙어서 여드름

이 생기는 것이다10.

피부 표면에는 항상 0.05~4.0mg/cm2정도의 피

지가 존재하며 땀 등의 수분과 어우러져 약산성

보호막을 형성한다.이때 존재하는 피지는 90%

이상이 피지선에서 분비되는데 트리 리세라이드

성분이 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스쿠알 ,왁

스,왁스 에스테르가 5～10% 정도이다11.

유명한 의사인 하이만(Hyman)은 여드름은 질

병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신체 변화로

서 피부에 일어나는 상이라고 하 다.여성일

경우에는 생리주기 에 입 주 나 턱 주 에 여

드름이 발생하기도 한다.이것은 항체호르몬

(progesterone)이나 남성호르몬(androgen)이 증

가하고 난포호르몬(estrogen)이 감소되기 때문이

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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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드름의 종류

여드름의 종류는 네 가지로 구분되어 지는데

첫째는 개방형 코메도와 폐쇄형 코메도로 구분된

다.개방형 코메도(Blackhead)는 코메도의 끝 부

분이 모낭 밖으로 개방되어 있어 개방형 코메

도라 부르며 여드름의 가장 기 증상이며 세균

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므로 염증의 증상은 없다.

패쇄형 코메도(Whitehead)는 모공 입구가 닫

있어 패쇄형 코메도라 부르는 화이트 헤드는 개

방형 코메도와 마찬가지로 기 단계의 비염증성

여드름이나 모공 내에 축 된 피지가 젤 형태로

고형화 되지 않은 면포성 여드름이다.

두 번째는 구진성 여드름(Papules-Pimples)이

다.흔히 뾰루지라고 부르는 여드름으로 표면의

통증이 심하며 가장 아 형태이다.

과잉 피지,각질층의 사세포,노폐물,세균 등이

복합 으로 원인으로 작용하여 모낭벽을 괴하

고 일부는 진피층까지 확 되기도 한다.체내의

노폐물이 많아질수록 백 구 한 증가하게 되므

로일단여드름이형성되면백 구의1차증원균

이 여드름 주머니를 둘러싼다.그리고 2차 증원균

이 염증 이 생긴 피지선의 내부로 들어가기 해

주변의 콜라겐 세포등을 괴하면 3차 증원균이

피지선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게 형성된

여드름이 구진성 여드름이다.

세번째는농포성여드름이다.구진성여드름이

악화되어 발진을 보이는 상태로 끝이 곪는 염증

성 여드름이다.뾰루지가 악화된 런 응어리가

붉은색으로 쌓인 노란 고름 속에서 발진을 일으

키며 화농 부 가 넓고 깊어 치료 후에도 상처자

국이나 색소침착 형태가 나타나면서 민감해지기

쉽다.네 번째는 낭종성 여드름이다.여드름이 여

러 개로 번진 상태로 피지선의 염증이 뭉쳐 피부

속에서 긴 자루 모양의 낭포를 형성하고 있어 붙

여진 이름이다.

낭포가 확 되어 표피층으로 나오면서 세포를

손상시키므로 구 인 상처의 원인이 되며 치료

후에도 낭종이 피부 속에 남기도 한다13.

2.티트리 에션셜 오일의 특성 효능

티트리 오일의 기름은 이스트와 균 감염을 다

루는 것에서 매우 효과 이다.최근 리서치에서

티트리오일이 candida를 포함한 여러다른 균감

염과 더불어 사용을 테스트 보았다.티트리 오일

이 다양한 피부 유기체의 치료 26건,균류의 다른

치료 22건뿐 아니라 54개의 균이 시험을 받았다.

티트리 에션셜 오일은 이 모든 균류의 성장을 억

제 했다14.

티트리 오일의 BotanicalName은 Melaleuca

alternifolia이다.

Family는 Myrtaceae-Myrtle Family(도 양

가족)이며티트리에션셜 오일이 “약효가 있는티

트리”로서 일반 으로 알려져서 Melaleucaalter-

nifolia식물로 증류된다.추출법은 증기추출법으

로 에션셜 오일이 잎과 목의 잔 가지에서 추출

이 된다.색은 노란색,녹색,무색이 있으며 치료

의 능력이 있고 향기는 날카롭고 강력한 향을 가

지고 있다.호주가 원산지로 주로 new south

wales가 원산지이며 다른 종은 그 밖에 지역에서

경작되며 Melaleucaalternifolia는 호주 밖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15.

주요 치료 성질로는 면역계를 활성 강화하고

일반 인 피와 림 의 순환을 활성화 하며 의

병원균을 처리한다.근육통에 효과가 좋고 뇨산

축 을 해소시킨다16.호흡계에는 천식,기 지염,

코감기,기침,정맥두염,수두창,홍역,편도선염,

의 호흡감염,비정상 으로 팽창한 정맥,기침,

추 ,열,감기,결핵 등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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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부분에서는 농양,여드름,무좀,물집,화상,지

성피부,비듬,포진,발진,스팟,사마귀,감염된상

처,궤양,곤충에게 물린 상처,가려움,비듬,백선

등에 효과가 있다.

Ⅲ.연구방법 차

1.연구방법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실시 조사 상자의 티

트리 에션셜 오일 사용 과사용1주,2주,3주의

사진을 도록 하 다.

2.연구 상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은 북지역에 거주하는 10~20

면포성 여드름에서 구진성,농포성,낭종성 여

드름이 있는 남녀학생을 상으로 선정하 다.

설문지는 총 70부를 2003년 9월 1일에 배포하

여 9월 26일에 회수하다.

이 자료 분석에 부 당한 9부를 제외한 총

6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사진자료 잘 나온 사진으로 하여 총 10부를

사진 분석에 사용되었다.

Ⅳ.연구결과 논의

1.설문 결과 분석

1)에션셜 오일 사용 상자들의 인구 통계학 특

성

성별 분포는 남자가 2명(3.3%),여자가 59명

(96.7%)으로 나타났다<표 1>.

연령 는 10 가 23명(37.7%),20 가 38명

(62.3%)으로 나타났다<표 2>.

흡연 유무는 가 4명(6.6%),아니오가 57명

(93.4%)으로 나타났다<표 3>.

음주 유무는 가 35명(57.4%),아니오가 26명

(42.6%)으로 나타났다<표 4>.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남 자 2 3.3 3.3 3.3

여 자 59 96.7 96.7 100.0

계 61 100.0 100.0

표 1.성별분포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10 14 23.0 23.0 23.0

20 47 77.0 77.0 100.0

계 61 100.0 100.0

표 2.연령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4 6.6 6.6 6.6

아니오 57 93.4 93.4 100.0

계 61 100.0 100.0

표 3.흡연유무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35 57.4 57.4 57.4

아니오 26 42.6 42.6 100.0

계 61 100.0 100.0

표 4.음주유무

2)티트리 에션셜 오일 사용자의 여드름 실태

(1)증상별 분포

에션셜오일사용자의여드름상태를면포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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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농포성,낭종성의 4종류로 구분하면 <표

5>과 같다.

면포성여드름은17명(27.9%)으로가장 많았다.

구진성은 16명(26.2%)으로 면포성 다음으로 많았

으며 농포성 15명(24.6%),낭종성13명(21.3%)순

으로 나타났다.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면포성 17 27.9 27.9 27.9

구진성 16 26.2 26.2 54.1

농포성 15 24.6 24.6 78.7

낭종성 13 21.3 21.6 100.0

계 61 100.0 100.0

표 5.증상별 분포

(2)여드름 부

여드름의 부 별 분포를 알아보기 하여 이마,

볼,입 주 , 체 등으로 구분지어 알아보았다.

에션셜 오일 사용자의 여드름 부 별로 구분하면

<표 6>과 같다.부 별로 여드름 분포를 보면

체가 23명(37.7%)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 고,입

주 가 14명(23.0%)으로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이

마가 13명(21.3%)으로 나타났고 가장 은 부

가 볼 부 로 11명(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이 마 13 21.3 21.3 21.3

볼 11 18.0 18.0 39.3

입주 14 23.0 23.3 62.3

체 23 37.7 37.7 100.0

계 61 100.0 100.0

표 6.여드름 부

(3)발생시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 발생시기를 알아보았으

며 <표 7>과 같다.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 때는 10 후가 37명

(60.7%)으로 가장 많았고,그다음은 20 로 11

명(18.0%)이고 10 는 9명(14.8%)으로 나타났

으며 20 후 4명(6.6%)으로 가장 게 나타났다.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10 9 14.8 14.8 14.8

10 후 37 60.7 60.7 75.4

20 11 18.0 18.0 93.4

20 후 4 6.6 6.6 100.0

계 61 100.0 100.0

표 7.발생시기

(4)발생기간

여드름이 처음 발생하여 재까지의 기간을 알

아보기 한 표는 <표 8>와 같다.5년 미만 29명

(47.5%),5년 이상 32명(52.5%)으로 5년 이상된

사람이 더 많았다.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5년미만 29 47.5 47.5 47.5

5년이상 32 52.5 52.5 100.0

계 61 100.0 100.0

표 8.발생기간

(5) 리 경험

여드름의 치료를 하여 리를 받은 이 있

는 지를 알아보기 한 표는 <표 9>와 같다.

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30명(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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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받은 이 없는 사람이 31명(50.8%)으로 거

의 50%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있 다 30 49.2 49.2 49.2

없 다 31 50.8 50.8 100.0

계 61 100.0 100.0

표 9. 리경험

3)티트리 에션셜 오일 사용후 효과

(1)피지분비 효과

티트리 에션셜 오일을 사용한 후 피지분비에

효과가 있었는지의 반응은 <표 10>과 같다.보통

이다 32명(52.5%),효과가 있다 21명(34.4%),매

우 효과가 있다 3명(4.9%),효과가 없다 3명

(4.9%), 효과가 없다 2명(3.3%)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매우 효과가 있다 3 4.9 4.9 4.9

효과가 있다 21 34.4 34.4 39.3

보통이다 32 52.5 52.5 91.8

효과가 없다 3 4.9 4.9 96.7

효과가 없다 2 3.3 3.3 100.0

계 61 100.0 100.0

표 10.피지분비

(2)여드름 효과

티트리 에션셜 오일을 사용한 후 여드름에 효

과가 있었는지의 반응은 <표 11>과 같다.효과가

있다 26명(42.6%),보통이다 22명(36.1%),매우

효과가 있다 9명(14.8%),효과가 없다 4명(6.6%)

의 순으로 피지분비 보다는 여드름에 효과를 많

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매우 효과가 있다 9 14.8 14.8 14.8

효과가 있다 26 42.6 42.6 57.4

보통이다 22 36.1 36.1 93.4

효과가 없다 4 6.6 6.6 100.0

계 61 100.0 100.0

표 11.여드름 효과

(3)효과기간

에션셜 오일을 사용했을 때 몇주 정도 지났을

때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 <표

12>과 같다.

2주 후에 효과가 있었다 23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1주후에 효과가 있었다 14명(23.3%),3

주 후에 효과가 있었다 9명(14.8%),느끼지 못했

다 9명(14.8%),즉시 효과가 있었다 6명(9.8%)의

순으로 나타났다.2주후에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느끼지 못했다 9 14.8 14.8 14.8

즉시 효과가 있었다 6 9.8 9.8 24.6

1주후 효과가 있었다 14 23.0 23.0 47.5

2주후 효과가 있었다 23 37.7 37.7 85.2

3주후 효과가 있었다 9 14.8 14.8. 100.0

계 61 100.0100.0

표 12.효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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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족스러운 효과 기간

에션셜 오일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

과 하 을 때 만족스러울 만큼을 효과를 얻었는

지의 표는 <표 13>과 같다.

29명(47.5%)이 3주후에 만족스러울 만큼의 효

과를 보았다고 답하 고 16명(26.2%)은 2주후에

만족스러울 만큼의 효과를 보았다고 답하 으며

3명(4.9%)이 12주후 만족스러울 만큼의 효과를

보았다고 답한 반면 13명(21.3%)은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지 못하 다고 답변하 다.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느끼지 못했다 13 21.3 21.3 21.3

1주후 느 다 3 4.9 4.9 26.2

2주후 느 다 16 26.2 26.2 52.5

3주후 느 다 29 47.5 47.5 100.0

계 61 100.0 100.0

표 13.만족스러운 효과기간

4)티트리 에션셜 오일 사용후 만족도

(1)3주간사용 결과 만족도

티트리 에션셜 오일을 사용한 후 3주간의 결과

만족도에 한 반응은 <표 14>과 같다.3주간의

사용이 짧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보통이다 36명(59.0%),그 다 14명

(23.0%),매우그 다6명(9.8%),그 지않다5명

(8.2%)으로 나타났다.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매우 그 다 6 9.8 9.8 9.8

그 다 14 23.0 23.0 32.8

보통이다 36 59.0 59.0 91.8

그 지 않다 5 8.2 8.2 100.0

계 61 100.0 100.0

표 14.만족도

(2)티트리 오일 사용 홍보

티트리 에션셜 오일을 여드름 치료를 하여

주 에 권하고 싶다는 질문에서는 보통이다 34명

(55.7%),그 다 14명(23.0%),그 지 않다 11명

(18.0%),매우 그 다 2명(3.3%)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티트리 에션셜 오일의 향이 좋지가 않아 보

통이라는 답이 많이 나왔다<표 15>.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Valid매우 그 다 2 3.3 3.3 3.3

그 다 14 23.0 23.0 26.2

보통이다 34 55.7 55.7 82.0

그 지 않다 11 18.0 18.0 100.0

계 61 100.0 100.0

표 15.티트리 오일 사용 홍보

(3)다른 치료의 아로마 오일 사용

여드름 재발이나 다른 치료에도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고 싶은지에 한 반응은 <표 16>과 같다.

그 다 25명(41.0%),보통이다 23명(37.7%),매우

그 다 8명(13.1%),그 지 않다 5명 (8.2%)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비교 아로마테라피를 사용하

는 부분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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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매우 그 다 8 13.1 13.1 13.1

그 다 25 41.0 41.0 54.1

보통이다 23 37.7 37.7 91.8

그 지 않다 5 8.2 8.2 100.0

계 61 100.0 100.0

표 16.다른 사용

(4)3주간의 여드름 피부개선기간 만족

티트리 에션셜 오일을 3주간 치료하도록 한 기

간이 당한지에 한 반응은 <표 17>과 같다.

그 지 않다 33명(54.1%),보통이다 17명(27.9%),

그 다 9명(14.8%), 그 지 않다 2명(3.3%)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교 기간이 짧다고 느

끼는 사람이 많았고 3주 후에도 계속 인 사용을

더 해보고 싶다는 학생이 많았다.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비율

그 다 9 14.8 14.8 14.8

보통이다 17 27.9 27.9 42.6

그 지 않다 33 54.1 54.1 96.7

그 지 않다 2 3.3 3.3 100.0

계 61 100.0 100.0

표 17.피부개선기간 만족도

Ⅴ.결론

본 연구는 여드름이 있는 10~20 남녀 학생을

상으로 하여 티트리 에션셜 오일 사용한 후의

효과와 만족도를 분석하고,에션셜오일 사용 과

사용 후의 사진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피부상태

개선에 미치는 향에 하여 조사하 다.

연구 상자는 북지역의 여드름이 있는 10~20

남녀 학생을 선정하여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실시를하고티트리에션셜 오일사용 과 사용1

주,2주,3주 후의 사진을 도록 하 다.

연구 상자 70명의 응답 설문지 자료 분석

에 부 한 9부를 제외한 61개 설문지의 빈도와

백분율을 조사하 고,요인분석,분산분석을 실시

하 고,사진 분석은 잘나온 사진을 선정하여 10

부를 사례 자료로 사용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연구 상자의일반 특성 인구통계변수

는 10 가 14명,20 가 47명 이었다.

2.연구 상자의 여드름 실태는 면포성 여드름

17명(27.9%),구진성 16명(26.2%),농포성 15

명(24.6%),낭종성 13명(21.3%)의 순으로 면

포성 여드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드름 부 별로는 체가 23명(37.7%)으로

가장 많았고,입 주 14명(23.0%),이마 13

명(21.3%),볼 11명(18.0%)의 순으로 나타났

다.발생시기는 10 9명(14.8%),10 후

37명(60.7%),20 11명(18.0%),20 후

4명(6.6%)으로 10 후반에 여드름이 가장

많이 발생된 것으로 타나났다.여드름 발생

기간은 5년 이상 32명(52.5%),5년 미만 29

명(47.5%)으로 나타났다. 리 경험은 31명

(49.2%)이 리 경험이 있었고,31명(50.8%)

은 리를 받은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연구 상자의 피지분비 효과는 매우효과가

있다 3명(4.9%),효과가 있다 21명(34.4%),

보통이다 32명(52.5%),효과가 없다 3명

(4.9%), 효과가 없다 2명(3.3%)으로 나

타났다.여드름에 한 효과는 매우효과가

있다 9명(14.8%),효과가 있다 26명(42.6%),

보통이다 22명(36.1%),효과가 없다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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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으로피지분비 조 의효과보다는여

드름에 효과를 본 사용자들이 많았고,효과

가나타나기 시작한 것 2주후 효과가 있었다

23명(37.7%),1주후 효과가 있었다.14명

(23.3%),3주후 효과가 있었다 9명(14.8%),

느끼지 못했다 9명(14.8%),즉시효과가 있었

다.6명(9.8%)의 순으로 2주후 효과를 본 사

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만족스러운

효과기간은 3주후 느 다 29명(47.5%),2주

후 느 다 16명(26.2%),느끼지 못했다 13명

(21.3%),1주후 느 다 3명(4.9%)의 순으로

나타났다.

4.티트리 에션셜 오일 사용의 만족도는 매우

그 다6명(9.8%),그 다14명(23.0%),보통

이다 36명(59.0%),그 지 않다 5명(8.2%)으

로 나타났다.티트리 오일을 주 에 권하고

싶은 응답은 매우 그 다 2명(3.3%),그 다

14명(23.0%),보통이다 34명(55.7%),그 지

않다 11명(18.0%)으로 나타났다.다른 치료

를 해서의 아로마 오일 사용은 매우 그

다 8명(13.1%),그 다 25명(41.0%),보통이

다 23명(37.7%),그 지 않다 5명(8.2%)으로

나타났다.

5.여드름 치료기간 만족도는 그 다 9명

(14.8%),보통이다 17명(27.9%),그 지 않다

33명(54.1%), 그 지 않다 2명(3.3%)으

로 나타났다.

6.임상사례연구에서는 부분의 연구 상자

들이 한주,한주 지남에 따라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로마테라피스

트들과 피부 리사들이 티트리 에션셜 오일을 이

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을 참고 하므로 여드

름 피부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티트리 에션셜 오일은 피부에 직 도포할 수

있는 아로마 오일 하나로 여드름 치료에 탁월

한 효과를 보 다.그러나 여드름 치료 기간이 비

교 짧다고 생각하 고 그로 인하여 효과와 만

족도에 있어서는 만족해 하지 않았으며 티트리

에션셜 오일을 보다 지속 으로 사용하므로 심리

으로완치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

다.

이번 연구 결과 피부 개선 기간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계속 인 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로마테라피스트나 피부 리사

들의 여드름 피부 개선을 한 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부미용업은 최근 들어 미개척 분야이자 고부

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꾸 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한 이에 한 욕구의 증가와 더

불어 심리 인 만족감을 얻기 해 피부 리 샵

을 이용하는 고객도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하는 피부 리 샵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아로마테라피가 보다 더 효율 으로 이루어지

기 해서는 많은 임상 연구가 필요하며 티트

리 에션셜 오일을 이용한 선행 연구가 없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후속 연구에서

는 아로마 에션셜 오일을 이용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생활속의 아로마테라피가 자리 잡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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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Ⅰ. 반  특  

 1.  별 :  
1) 남     2) 여

 2. 연  :          생

 3. 현재 담배  피웁니 ?
    1)      2) 아니

 4. 술  마십니 ?
    1)      2) 아니

Ⅱ. 여드  실태 악  한 사

  * 다  내  고 당신  피  상태  비슷한 곳에 V  해주시  바랍니다. 

 1. 여드  생  것  언  니 ?            살 

 2. 치료  시 하   당신  여드  상  어느 도 습니 ?
   1) 포                            * 포 : 하얀 여드 형태
   2) 진                            * 진 : 염  여드 형태
   3) 포                            * 포 : 고  는 여드 형태 
   4) 낭                            * 낭  : 어리진 여드  형태

3. 어느 에 여드  많  포 어 습니 ?
  1) 마    2) 볼
   3) 주     4) 체

4. 여드  치료  하여 리  받   습니 ?
   1) 다     2) 없다

Ⅲ. 다  Tea Tree essential oil 사  후에 한 질 니다. 해당 는 곳에 ✔ 시  해주시
 바랍니다. 

1. Tea Tree essential oil  사 한 후 피지 비에 효과가 었습니 ?
  1) 매우 효과가 다 2) 효과가 다 
  3) 보통 다   4) 효과가 없다 
  5) 혀 효과가 없다

2. Tea Tree essential oil  포  여드 에 효과가 었습니 ?
  1) 매우 효과가 다   2) 효과가 다 
  3) 보통 다   4) 효과가 없다 
  5) 혀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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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a Tree essential oil  진  여드 에 효과가 었습니 ?
  1) 매우 효과가 다   2) 효과가 다 
  3) 보통 다    4) 효과가 없다
  5) 혀 효과가 없다

4. Tea Tree essential oil  포  여드 에 효과가 었습니 ?
  1) 매우 효과가 다   2) 효과가 다 
  3) 보통 다  4) 효과가 없다 
  5) 혀 효과가 없다  

5. Tea Tree essential oil  낭  여드 에 효과가 었습니 ?
  1) 매우 효과가 다   2) 효과가 다 
  3) 보통 다  4) 효과가 없다 
  5) 혀 효과가 없다  

6.  주 도 지난 후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  느꼈습니 ?
  1) 느끼지 못했다.  2) 시 효과가 었다. 
  3) 1주후 효과가 었다.   4) 2주후 효과가 었다.   
  5) 3주후 효과가 었다. 

7.  주 도 지났   만 스러울 만큼 효과가 나타났습니 ?
  1) 느끼지 못했다.  2) 시 느낄 수 었다.
  3) 1주후 느꼈다.   4) 2주후 느꼈다.
  5) 3주후 느꼈다.

8. 만약 만 스러울 만큼 효과가 나타났다  어  현상  효과  변화가 었는지 해 주십시 .

IV. 3주간  에   사 한 후 만  도에 한 질 니다. 해당 는 곳에 ✔ 해 주십
시 .

1. 반  Tea Tree essential oil 사  결과에 하여 만 한다. 
  1) 매우 그 다   2) 그 다  
  3) 보통 다.  4) 그 지 않다  
  5) 혀 그 지 않다. 

2. Tea Tree essential oil 사  여드  치료  해 주 에 하고 싶다. 
  1) 매우 그 다   2) 그 다
  3) 보통 다.  4) 그 지 않다  
  5) 혀 그 지 않다. 

3. 여드  재발 나 다  치료에도 아 마  하겠다. 
  1) 매우 그 다   2) 그 다 
  3) 보통 다.   4) 그 지 않다  
  5) 혀 그 지 않다. 

4. 여드  치료 간  당하다고 생각한다. 
  1) 매우 그 다   2) 그 다  
  3) 보통 다.    4) 그 지 않다
  5) 혀 그 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