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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 전문가분들께,

우리는 흔히 냄새를 떠올릴 때에 숲 속의 상쾌함이나 과자 혹은 친근한 이의 체취 등과 연관짓습니다. 하지만 냄새란 
단순히 즐거움에 대한 것 만은 아닙니다. 냄새로 인해 주위에 당도한 위험 요소를 알아차리게 되고, 입맛을 다시거나  
편안함을 느끼며, 지식을 쌓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냄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때나 분위기를 탐색할 때, 
혹은 동식물과 자연을 감상하는 행위와 연관이 있지요. 이렇듯 사람들이 어떠한 냄새를 어떻게 맡는가가 그들의 세계관
에 영향을 줍니다. 후각이 사실은 인간의 두뇌 중 중추 신경계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냄새의 힘이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1991년에 리차드 악셀(Richard Axel) 박사와 린다 벅(Linda Buck) 박사가 후각 
시스템의 유전학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고, 2004년에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낸 후각에 관련된 유전자군은 
인간이 가진 유전자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시각은  4개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만, 후각에
는 400여개의 유전자와 관련 수용기가 영향을 줍니다. 이들의 연구는 과학자들에게 냄새가 어떻게 인간의 감정과 배움, 
스토리텔링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용하실 키트와 온라인(www.acadepa.org)상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학습자료는 학생들이나 환자들이 우리 몸에서 후
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우는 것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기억, 이미지, 느낌을 되살리고 후각과 관
련된 새로운 언어와 주제를 배우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참을성과 부지런함을 기를 수 있게 되고, 단순히는 가정에서의 
문화 소통을 향기를 통해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들께는 교실이나 클리닉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 흥미를 
유발하는 것에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환자분들 모두가 후각의 신비를 깨닫고 즐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향수와 향료 아카데미 회장  
크리스토프 로다미엘 드림

향수와 향료 아카데미
향수와 향료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 단체

www.acadepa.org

향수와 향료 아카데미
향수와 향료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 단체

www.acadepa.org

내용물
위스피 20개

세계 향기 지도(World Scent Map) 2장
향기군 포스터 2장

학습자료, 수업자료는 www.acadepa.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기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토프 로다미엘(Christophe Laudamiel)

마스터 퍼퓨머, 향수와 향료 아카데미(Academy of Perfumery & Aromatics)
회장, 오스모테크(Osmotheque) 큐레이터, 전 MIT와 Harvard에서 화학 강의

회장 크리스토프 로다미엘은 지난 13년 간 세계 각국에서 130여 개 이상의 컨퍼런스, 강의, 워크샵을 진행해왔습니다. DreamAir
에서 Air Sculpture 작업을 하는 것 외에도 그는 뉴욕 첼시와 베를린의 유명 갤러리에서 가장 처음으로 향기 전시를 한 조향사이기도 

합니다.

일라이자 더글라스(Eliza Douglas)
향기 교육자, 아카데미 재무 책임자, 프랑스 그라스 조향 연수원(Grasse Institute of Perfumery) 졸업생

일라이자 더글라스는 뉴욕과 런던에서 향기 교육자로, 특히 시각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후각을 통해 지각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니콜라 포자니(Nicola Pozzani)
국제적 향기 강사 및 컨설턴트

마스터 퍼퓨머로부터 정규 교육을 받은 후 니콜라 포자니는 런던 칼리지 오브 패션(London College of Fashion)에서 <Design with 
Scents> 강의, 베른 예술대학(Bern University of the Arts)에서 <Olfactory Art & Design> 강의를 합니다. 그의 목표는 향기 경험을 

통해 비즈니스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배수진(Soojin Bae)
마케터, 팀 트레이너, 작가

뉴욕 프라트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전문 향수과정을 수료하였고 아카데미에서 프로그램 마케터로, DreamAir에서 크리스
토프 로다미엘과 함께 조향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키트를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향기를 맡는 것은 뇌에게 유산소 운동을 시키는 것과 같다.” – Stuart Firestein교수, 뉴욕 콜럼비아
대 신경 과학자

“크리스토프 로다미엘과 크리스토프 호네츠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있다. 나는 이러한 후각적인 접근
이 어린이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 감동받았다. – Tamar P. Martin 
박사 및 임상연구가, 뉴욕 헌터 칼리지 상담교육학

“학생들이 즐겁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초등학교 1학년 교사, 미국 펜실베
니아 피닉스빌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강화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사, 미국 메릴랜드 
컴버랜드

“남프랑스에서 자란 나에게 후각은 성장 배경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되도록이면 어린 시절에 여러 
감각을 일깨워 주어서 남을 생을 최대한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기들은 언제
나 또 다른 차원을 가져다준다.”– Olivier Giugni, 플라워 디자이너, 미국 뉴욕

A CARESS YOU CANNOT FORGET www.Ifraorg.org



위스피 향 위스피 향
 1 사과 11 풀
 2 오렌지 12 빙하*
 3 레몬 13 파인애플*
 4 가죽 14 코코아*
 5 라벤더 15 베르가못*
 6 목재 16 난꽃*
 7 계피 17 자스민 차*
 8 바닐라 18 카르다몸*
 9 타임과 세이지 19 깃털과 퍼*
 10 장미 20 깨끗한 공기

Answer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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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뚜껑을 돌려서
2 여세요.
3 실린더가 올라옵니다.
4 한 번 펌프하세요.
5 작은 구멍을 통해 냄새를 맡습니다.
6 뚜껑을 돌려서 닫으세요.

위스피 코 훈련시키기
www.acadepa.org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훈련과 학습 
가이드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연습하기
•위스피를 한 개씩 맡아보고, 가장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
를 이야기 해보세요.

•맡아 본 향를 몇 개 까지 기억할 수 있나요?

발달시키기
•각각의 위스피 이름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Answer Key
와 비교해보세요.

•향들이 가진 특징에 따라 그룹지어보세요.

활용하기
•향기와 기분을 매칭시켜보세요.
•키트를 한 개 더 준비해서 기억 게임을 해보세요! 두 명 
혹은 네 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먼저 향 
네 개를 맞추는지 경기해 보고 점점 스무 개 까지 수를 늘
려나가 보세요.

*세계 향기 지도

각각의 위스피는 약 6개월 동안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각 향을 500-1,000번 씩 펌프해서 맡을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랫동안 향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향기 안전성
이 키트에 담긴 모든 재료는 미 정부와 국제 및 산업 안전기준에 준합니다. 

IFRA(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에서 금지한 향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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