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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Clinical Clinical Clinical Clinical observation observation observation observation of of of of Aromatherapy Aromatherapy Aromatherapy Aromatherapy 

on on on on the  the  the  the  headache headache headache headache patientspatientspatientspatients

                               Kim, kyeung -Ran

                               Advisor : Prof. Seo, Jea-Hong M. D.,Ph. D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s Chosun University

  In this research, aroma massage, inhalation, and diffusion treatment were 

used to the subjects aged from 30 to 70 who complained of headaches in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romatherapy on 

headaches and physiological signs (blood pressure, pulse rate, respiration rate) 

and to provide the results as preliminary data for the usage of aromatherapy 

as a complementary alternative treatment in dealing with pain caused by 

headache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from Apr. 1 to July 24, 2005 and the 

subjects were the patients who had been visiting a health center in N City for  

headaches. Data were collected at both pretest and posttest and the changes 

between two periods were compared.

  Aroma massage was applied on the back and the sides of the neck, the 

forehead, the temples, and around the eyes six times for two week-period. In 

between massages, whenever headaches occurred the subjects were advised to 

inhale aroma from a aroma-scented handkerchief and from a aroma lamp.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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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ness of the headaches and changes in the physiological sign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severeness of the headache after the treatment was reduced 

significantly.

  2. In terms of blood pressure, there was no change in the systole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rop in the diastole.

  3. Pulse rate dropped significantly after the treatment.

  4. Respiration rate dropped significantly after the treatment.

  As the above findings show, aromatherapy can be an effective complimentary 

alternative treatment for patients of all ages who suffer from headaches by 

relieving the pain through rel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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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제제제제1111장  장  장  장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최근에 의료계와 일반인들에게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보완대체

요법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WHO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의료

형태의 30-40%만이 서양정통의학을 따르고 나머지는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3명 중 1명이 대

체의료를 찾고 있고 우리나라의 통계도 이와 비슷하다. 

이처럼 21세기 들어 대체의학의 관심이나 연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현대의학의 

고도의 분석적인 치료체계에도 아직까지 성인병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고, 지난 

세기의 세균감염에 의해 사망률이 높았던 경우와는 다르게 지금은 스트레스, 오염

물질, 영양불균형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국의 켈리포니

아대학 공중보건학의 통계에는 적어도 사망원인의 50%가 공해물질이나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으며 감염에 의한 경우는 불과 3%에 불과하다고 발표하고 있다(오홍

근,2000). 이렇게 현대의학에서 간과해버린 문제의 대안으로 인간을 병적 상태로 

만드는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가려내고 환자의 면역성과 저항력을 중요시하는 의

학의 필요성에 의한 대체의학의 출범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당연한 사회현상

이기도 한다(박경순, 2003). 

두통은 인류출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신체

적 정서적 긴장과 관련된 만성통증의 하나일 뿐 아니라 두통 자체로써 단일 질환

이다(Black, Hawks & Keene, 2001).성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두통 유병률은 

1993년에 61%였는데(정성창외,1993) 1998년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두통 유병율이 

68%로 증가하였다(Roh, Kim &Ahn,1998).

두통은 머리에서 느끼는 심부통 및 방사통을 말하며 체내의 항상성에 균형이 깨

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징후이다. 두통은 원인에 따라 크게 긴장형 두통, 편두

통, 군집성 두통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긴장형 두통은 삽화성 긴장형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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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ic tension-type headache)과 만성적 긴장형 두통(chronic tension-type 

headache)으로 구분한다(이대희,1999).

두통치료법으로는 약물요법이 가장 보편적인데, 대부분 두통환자들이 자가 처방

으로 약을 복용하고 두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만 병원을 찾게 되므로 약물남용이 

되기 쉽고(박현숙,1995)진통제를 남용하면 만성 매일두통을 초래하므로 약물오남

용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Millea,2002).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스트레스 및 정

신적인 피로와 긴장에서 기인한 각종 질환이 증가하면서 항생제를 비롯한 합성 의

약품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새로운 개념의 안전하고도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의 

대안으로 아로마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오홍근외,2000). 그동안 역사적으로 살

균소독,피부미용,향수제조의 목적으로 쓰여온 100%의 천연식물성 물질이 인체의 

중추신경계와 내부장기에 작용하여 치료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에 유럽과 북미 각 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와 임상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염려되는 제반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들이 관심을 끌고있는 추세이다(Oh,1998).

아로마치료는 에센셜오일(essential oil)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수백 개의 천

연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활발한 생명력을 가진 치료적 물질이 피부나 후각을 통해 

인체 내에 흡수되어 다양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는 짧은 시간 적용으로도 5분 내

에 혈액에서 검출되기 시작하여 20분 내에 최대치를 나타내며, 뇌에 직접적인 영

향(Nasel et al,1994)을 끼쳐 심리적 이완효과를 볼 수 있는 비침습적이고도 별 

다른 도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한선희,2002). 특히 향 입자가 코 점막

의 실리아에 접촉되어 후각신경을 거쳐 대뇌  변연계에 도달하게 되면 대뇌의 정

신기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되며(최진영외,2000),스트레스로 인한 면

역 기능과 반응에 변화(Heisil et al,1986)를 가져온다.

후각신경은 우리의 콧속에서부터 뇌까지 직접 연결되어 뻗어 있는 신경으로서 

뇌로 연결되는 유일한 직접 통로라고 할 수 있으며, 뇌 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변연계는 성적인 본능, 배고픔, 목마름 등의 원시적 욕구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로 

후각 신경에서 온 자극이 전기적 신호로 이곳에 도달하여 곧바로 소화기관, 생식

기관 등에 연결되어 정서적 행동과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오홍근,1998).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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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심신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한방의 원리

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요법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로마치료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박미경,2001)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적용가능한 많은 질환중에서 특히 두통환자에게 아로마치료를 

적용한 향요법이 “대학생의 긴장형 두통, 스트레스 및 면역반응에 미치는 효

과”(한선희,2002)라는 논문에서 사용한 페퍼민트, 로즈마리, 로만 케모마일의 향

을 1:1:2의 비율로 블랜딩한 에센셜오일로 마사지를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에 비취어 3가지의 같은 향에, 같은 비율로 농촌지역

에 거주하는 30대-70대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방법은 아로마 마사지와 

손수건과 티슈를 이용한 흡입법, 그리고 발향법까지 추가하여서 두통완화정도, 생

리적 변화 및 아로마치료의 효과를 검정하여 아로마치료가 두통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제제제제2222장 장 장 장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완대체요법으로서의 두통환자에 대한 아로마치료의 효과를 

보고자 함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두통관련 특성을 알아본다.

2) 아로마치료의 적용이 두통완화, 생리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제제제제3333장  장  장  장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제한점제한점제한점제한점

 첫째, 농촌사람들의 아로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도하는데 여려움이 있었다.

 둘째, 4개월의 짧은 연구기간과 소수의 인원으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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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웠다.

셋째, 아로마치료의  마사지방법을 택하여서 남자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시도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실험기간에는 진통제 복용을 제한하였는데 이를 끝까지 실천하도록 이해

를 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다섯째, 두통환자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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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문헌고찰문헌고찰문헌고찰문헌고찰

제제제제1111장  장  장  장  두통관련요인두통관련요인두통관련요인두통관련요인

 

두통의 호소는 신경계질환에서나 일반임상환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이

는 어떤 질환의 증상이거나 혹은 어떤 유해한 물질에 의한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

나게 되며, 두통을 일으키는 상태는 상당히 많으며 두통의 양상도 원인에 따라 다

르다(김영숙외, 1985).

 두통은 개인적인 괴로움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

으나, 많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는 단순하지 않으며 단순히 진통제를 

장기간 투여할 경우 오히려 약물인성 두통을 유발하고 있다(Mathew.1990). 이로인

해 만성두통 환자의 치료 시 단순한 약물치료를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는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들이 늘어나고 있다(Andrasik,1990).

대부분의 두통은 스트레스나 긴장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 두통촉발요인이 목과 

머리의 신경,근육,혈관에 영향을 미쳐 통증을 유발한다(DeGood, 1997). 인체가 스

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혈압과 맥박, 호흡이 증가하게 되며(장

현갑외,1996), 심근의 과부담과 산소 소모를 증가시켜 T세포와 자연살해세포의 기

능을 억제시켜 면역기능이 감소됨으로써 면역반응에 변화가 생겨 질환의 감수성이 

증가한다(정영조외,1992). 대체요법을 적용한 두통치료의 한 예로 긴장형 두통을 

호소하는 대학생에게 향요법을 적용한 결과 두통이 완화되고, 생활스트레스정도가 

감소하였고, 스트레스 반응인  이완기혈압과 맥박수가 감소되었다(한선희,2002).

두통환자들은 우울,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증상과 수면장애, 목의 통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는다

(Kaniecki, 2003). 그리하여 두통환자들은 정상인보다 우울을 더 많이 호소하며(장순

기, 1977),두통에서 가장 중요한 관련요인은 스트레스로 나타났다(김두진외, 1986). 

그 동안 두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근전도 Biofeedback (한인순,1987 ; 이광호, 

1987 ;노유자 들, 1990), 인지훈련(Attanasio & Andrasik , 1987), 약물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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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emark et al, 1990 ), 침요법(Tavola et al, 1992), 이완요법(Chesney & 

Shelton, 1976), 호랑이 기름 도포(Schattner & Randerson, 1996), 도수교정(Bove 

& Niels, 1998), 향요법(Gobel et al, 1994 ; Gobel et al, 1996),두개천골요법

(최송실,2004) 등이 사용되어 왔고 나름대로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보완대체요법이 대두되고 있는데 보완대체요법중에서 향요법을 적

용함으로 두통환자에게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완효과를 얻기위해 심장 수술한 

환자에게 네롤리(neroli)를 사용하여 이완효과를 보았으며(stevenson,1992), 또한 

페퍼민트(peppermint)와 케모마일(chammomile)등 10가지 종류의 에센셜 오일을 임

부에게 사용하여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Burns,1994). 그리고 직장인에게 로

즈마리(rosemary), 라벤다(lavender)등을 흡입하게 하여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보

였다(최진영외,2000).

제제제제2222장  장  장  장  아로마치료아로마치료아로마치료아로마치료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아로마치료의 아로마치료의 아로마치료의 아로마치료의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역사역사역사역사

아로마치료(aromatherapy)란 향기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휘발성 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방향(芳香)요법 또는 향기(香氣)요법이라고도 한다. 

아로마치료는 향 또는 향기를 의미하는 “아로마(aroma)"와 치료를  의미하는 ”

테라피(therapy)"의 합성어로, 이는 각종 식물의 꽃, 줄기, 잎, 뿌리, 열매 등에

서 추출한 향기 물질을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시킴으로써 몸과 마

음을 건강하게 하는 대체요법의 하나이다.(하병조,2000)

향요법은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수백 개의 천연물

질로 이루어져 있는 활발한 생명력을 가진 치료적 물질이 피부나 후각을 통해 인

체 내에 흡수되어 다양한 반응을 일으킨다.

아로마치료의 역사를 살펴보면 멀리는 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와  같은 선사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당시에 그려진 벽화나 유물 등을 통해 추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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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아로마치료의 최초의 기록은 고대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의 문헌에서 볼 수 

있고 기원전 3950년경 이미 이집트에서는 올리브의 열매를 압착하여 얻은 식물유가 

개발되었으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쓰여졌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의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기원전 4세기경 히포크라테스

(BC460-370)에 이르러 체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과학이 급속

도로 발전하고 인공합성 화학 약물이 치료에 사용되면서 관심이 저조하게 되었으나 

약물로 인한 신체 기관의 부담이나 독성 작용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향요법은 20세

기 후반부터 다시 자연 치유의 방법으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한선희,2002).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에센셜 에센셜 에센셜 에센셜 오일의 오일의 오일의 오일의 작용원리작용원리작용원리작용원리

에센셜 오일의추출은 수증기 증류법, 압축법, 용매추출법이 있다. 이러한 에센

셜 오일은 휘발성이 상당히 강한 액체로서 종이나 천 위에 떨어뜨리면 금방 흔적

이 사라지고, 물에는 용해되지 않지만 식초에는 약간 용해성이 있다. 반면 알코올

에는 잘 흡수되며 식물성 기름, 지방, 왁스에는 잘 혼합된다. 에센셜 오일은 테라

핀, 에테르, 세스퀴테르펜, 알코올, 페놀, 알데하이드, 케톤,유기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타민, 호르몬, 항생물질과 살균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다(오홍근,1998). 

에센셜 오일은 피부관리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은 물론 화상, 여드름, 염증 등의 

치유에도 쓰이고 있으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에센셜 오일을 사용

하여 심신의 건강과 활력을 높일 수 있다(이애순외,2003). 

에센셜오일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마사지를 통해 피부로, 증기나 흡입을 

통해 폐로 그리고 후각을 통해 뇌의 변연계로 전달되며 인체의 영향을 준다. 결국 

이렇게 흡수되어지는 오일들은 혈류를 타고 각 장기로 이동하여 소독제, 항생제, 

진정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권경옥,2002) 

아로마치료에서 사용하는 천연 아로마 오일은 일반 화학 약품에 비해 몸에 축적

되지 않고 호흡기, 간과 신장체계를  통해서 몸밖으로 배출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

으며, Maddocks(1994)의 연구에서는 국소 부위에 라벤더 향유를 마사지한 후 5분 

내에 혈액에서 라벤더의 주성분이 검출되기 시작하여 20분 후 최대치를 보이고 90

분 후에는 대부분이 제거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8 -

아로마 시너지효과는 프랑스의 피아제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2가지 이상의 에센

셜 오일을 섞어 사용할 때 생기는 상승작용(synergistic)을 말하는것이며 또 아로

마 에센셜 오일의 3가지 노트 즉 상,중,하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때 일어나는 

것으로 브랜딩에서 3가지 노트의 배합비율은  Top:15-25% /Middle:30-40% 

/Base:45-55%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버가못에 티트리를  함께 쓰면 피지피부, 여

드름(종창), 방광염에 효과적이고 라벤더를 혼합하면 정신적 안정, 근심걱정과 스

트레스에 효과적이며 로즈마리와는 피로를 없애고, 자스민의 경우 최음효과, 항우

울, 신경계통 문제에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오홍근,2002).

다음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3가지 에센셜오일에 대해서 그 향의 특성과 효능효

과, 그리고 주의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하겠다.

1. 1. 1. 1. 페퍼민트페퍼민트페퍼민트페퍼민트〔〔〔〔PeppermintPeppermintPeppermintPeppermint〕〕〕〕

학명은 Mentha piperita이며 일명 박하(薄荷)라고 부르는 것으로, 속명인 

Mentha는 로마신화 에서 비롯한 이름이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플루토(Pluto) 왕

은 지옥의 신 “코키투스(Cocytus)"의 딸 “멘다(Mentha)"를 사랑했는데, 이를 질

투한 그의 아내가 멘타를 풀로 만들어 버렸다는 데서 Mentha라는 이름이 유래되었

다. 주성분은 멘톨(menthol)로 상쾌한 향기와 청량감이 있으며 방부, 살균작용이 

있다. 현재는 치약, 껌 등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고, 지성인 모발에도 적합한데, 

옛날에는 비듬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식초와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다.

주성분은 알코올계(menthol: 40~60%), 케톤계(menthone, isomenthone), 페놀계

(thymol)이며, 주산지는 유럽, 북아메리카이다. 잎을 수증기 증류하여 얻으며 산뜻

하고 시원한 박하 향취(green note)의 점성이 있는 투명한 액체이다(하병조,2000). 

효능.효과로는 심리적 작용으로 집중력 강화, 편두통에 좋으며 위장질환,구토,해

열,비만,호흡기 질환( 코막힘, 헛기침,천식,기관지염), 근육의 릴랙스(가벼운 마취

작용),발한( 혈관수축, 열 감기),난소기능 정상화와 여드름, 피부염, 백선, 치통에

도 좋다. 입욕, 마사지, 확산, 흡입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애순외,2003).

 주의점은  알러지성이 있으며,간질, 발열,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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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임산부도 사용금지하며  피부에 약간 자극이 있으므로 2% 이상의 농도로 사

용하지 말며, 눈 주위와 점막 부분에는자극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한다(하병조,2000).

2. 2. 2. 2. 로즈마리로즈마리로즈마리로즈마리〔〔〔〔RosemaryRosemaryRosemaryRosemary〕〕〕〕

식물의 학명은 Rosemarinus officinalis이며  로즈마리란 라틴어로 “바다의 장

미(rose of the sea)"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로즈마리가 물을 좋아하는 성질

이 있기 때문이다. Rosemarinus라는 학명은 라틴어의 ros(이슬)과 marius(바다)의 

합성어로 그 어원은 지중해 지역 바닷가 벼랑에서 독특한 향기를 풍기며 야생으로 

자라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다.

주성분은 케톤계(camphor, borneone), 옥사이드계(cineole), 탄화수소계(pinene), 

알코올계(borneol), 에스테르계(bornyl acetate)이며, 프랑스, 스페인, 유고슬라비

아가 주산지이다. 로즈마리 꽃과 잎을 수증기 증류하여 얻으며 로즈마리 잎은 꽃이 

피기 직전에 딴 것이 좋다. 강하고 시원한 발삼의 우디 향취의 무색~연한 노란색 액

체의 성상을 띠고 있다(하병조,2000). 

효능과 효과는 심리적 작용으로는 기억력 증진, 두뇌기능 촉진, 정신적 피로회

복, 무기력증 회복에 좋으며 신체적작용에는 저혈압, 두통, 비만, 혈액순환 촉진, 

노화장비 항산화, 피곤한 발, 간 경화,쓸개강화, 탈모방지에 좋다. 피부에는 늘어

진 피부, 뭉친 근육, 부기, 혈액순환, 피곤한 발을 위한 욕조사용법이 있다. 주의

할 점은 간질환, 고혈압 환자, 임신초기는 사용 금지해야 한다(이애순외,2003).

사용법은 흡입법,목욕,마사지,두통과 피로 해소를 위해 손수건에 묻혀 흡입한

다. 마사지에서는 림프 체계를 자극한다(고혜정외,2001).

3. 3. 3. 3. 로만 로만 로만 로만 카모마일카모마일카모마일카모마일〔〔〔〔Roman Roman Roman Roman ChamomileChamomileChamomileChamomile〕〕〕〕

학명은 Anthemis nobilis (Roman chamoile), Matricaria chamomilia (German 

chamomile)이며 정유 추출부위는 말린꽃으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며 향의 특성

은 미들 노트로 과일향으로, 사과향과 비슷한 향기의 정유이다. 로만 카모마일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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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로마치료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것으로, 유럽 각국에서 널리 생산이 된다. 

치료적 효능은 진통, 방부, 항경련, 통경(emmengogue), 건위, 살균, 구풍, 소화등

이며 근육계 적응증으로는 관절염, 염좌, 활액낭염에 주로 쓰인다.(권경옥.2002).

공기 발향으로는 신경안정과 심신의 피로를 푸는데 아주 적당한 향유이며 기관

지염이라든지 감기에도 공기 발향법으로 좋은 효과를 낸다. 로만 카모마일과 저먼 

카모마일, 그리고 라벤더 배합하여 증기 흡입을 하면 코나 기관지의 출혈된 상태

를 쉽게 치료할 수 있다. 또한 목욕법으로 신경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습진이나 건선에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상처를 쉽게 아물게 하는데 쓰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먼 카모마일과 로만 카모마일, 라벤더를 배합하면 되고 화

상치료에도 역시 뚜렷한 효과가 있다.(조성준.2000) 

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에센셜오일의 에센셜오일의 에센셜오일의 에센셜오일의 적용방법적용방법적용방법적용방법

1. 1. 1. 1. 흡입법흡입법흡입법흡입법(Inhalation)(Inhalation)(Inhalation)(Inhalation)

에센셜오일을 구강과 코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심신의 안정 및 자극에 의한 

기분전환, 정신집중 등에 효과적이며 직접적으로 순환계의 혈액공급에 영향을 주

므로 단시간 내에 빠른 효과를 준다.

 가. 습식 흡입법(Steam inhalation)

습식흡입법은 얼굴 피부에 보습 효과를 주고 호흡기와 순환기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구강과 코를 통해 호흡기 질환, 코막힘, 목감염, 감기, 두통, 스트레스완화에 

효과적이다.

 나. 건식흡입법(Dry inhalation)

건식흡입법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티슈나 헝겊에 아로마 오일을 

4-7방울 묻혀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차안이나 직장 등에서 쉽게 할 수 있다. 

멀미, 두통, 코충혈 등을 해결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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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램프 흡입법(발향법)

램프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3-5방울 떨어뜨리고 증발 

흡입한다. 흡입시간은 3-4시간 정도가 적당하다.(오홍근, 2002)

2. 2. 2. 2. 마사지법마사지법마사지법마사지법

에센셜오일을 식물성 오일(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에센셜 

오일의 생리적, 심리적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다.

3. 3. 3. 3. 목욕법목욕법목욕법목욕법(bath)(bath)(bath)(bath)

전신의 피로해소 및 피부 유연화, 살균 및 항균 효과가 있고 에센셜 오일을 욕

조에 몇 방울을 넣고 fat milk, 캐리어 오일, 또는 미네랄이 풍부한 사해 소금을 

첨가하시면 독소제거 그리고 오래도록 아로마의 향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4. 4. 4. 4. 확산법확산법확산법확산법(Vaporization)(Vaporization)(Vaporization)(Vaporization)

감기, 기관지염, 기침, 천식 등과 같은 감염기관의 감염은 물론 예민하고 흥분

된 상태, 피로할 때, 불면증 또는 심리적으로 지쳐 있을 때 매우 효과적이다.

5. 5. 5. 5. 족욕법족욕법족욕법족욕법(Foot (Foot (Foot (Foot bath)bath)bath)bath)

목적에 따라 물의 온도를 선택하고 에센셜오일은 3~4방울 희석하여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된다.

6. 6. 6. 6. 습포법습포법습포법습포법, , , , 압박법압박법압박법압박법(Compress)(Compress)(Compress)(Compress)

통증이 있는 부위에 에센셜 오일을 희석시킨 후 수건에 적셔 원하는 부위에 찜

질하는 방법으로 타박상, 삔 데, 부어오른데, 근육통증, 멍든 곳 등에 사용하면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이애순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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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절  절  절  절  캐리어 캐리어 캐리어 캐리어 오일오일오일오일(carrier (carrier (carrier (carrier oil)oil)oil)oil)

캐리어 오일 또는 베이스 오일은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식물성 오일이며 베이스 오일은 에센셜 오일의 증발을 억제하고 피

부에 균등하게 퍼지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아로마치료에 사용되는 캐리어 오

일은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오일은 점도, 색상 및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목적

에 적합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학적으로 캐리어 오일은 트리글리세이드(triglyceride)구조를 하고 있다. 여

기서 “트리(tri)"란 3이라는 의미로 3개의 수산기에 지방산이 모두 결합되었따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흔히 지방산으로 만들어진 오일이란 의미로 ”지방유(fat 

oil)"라고도 한다. 식물성 오일은 대부분 액체상태로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

(불포화결합1개),리놀산(불포화결합2개),리놀렌산(불포화결합3개) 등으로 이루어

져 있다. 따라서 공기에 노출해서 오랫동안 두게되면 산패되므로 캐리어 오일을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잘 밀봉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애순외,2003)

아로마치료 마사지를 할 때 에센셜오일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향이 없

다. 하지만 많은 케리어 오일이 리놀레익산(GLA)으로 전환될 수 있다. GLA는 모든 

피부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의 필수적인 성분이며, 피부 표면 아래에 자리 잡아 

수분 손실을 막는 보호적 역할의 지질 경계를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성분이다. 리놀

레익산의 부족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콜라겐의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 전

신마사지를 위한 케리어 오일의 양은 대략 큰 스푼(1테이블스푼)하나 정도면 충분하

며 최대 3종의 에센셜 오일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경순,2003)

종류로는 호호바오일, 아몬드오일, 아보카도오일, 보라쥐오일, 이브닝프림로즈오

일, 밀배아 오일, 올리브오일등이 있으며 본 논문의 두통환자에  사용한 호호바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1. 1. 1. 1. 호호바 호호바 호호바 호호바 오일오일오일오일(jojoba (jojoba (jojoba (jojoba oil)oil)oil)oil)

호호바(학명:Simmondsia chinensis)는 미국 서남부의 멕시코 북부의 건조 지대

에 자생하는 회양복과에 속하는 가죽질의 잎을 가진 관목으로 열매를 냉동 압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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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얻어진다. 화학적으로 일반 식물유처럼 트리글리세리드 구조를 하지 않고 왁스

(wax)구조를 하고 있어 일반적인 식물성 오일과는 안정성, 감촉 등이 다르다. 즉, 

액체왁스에 속하며, 피부의 피지와 지방산의 조성이 유사하므로 피부 친화성이 좋

고 잘 흡수 된다. 왁스란 고급지방산과 고급알코올이 서로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호호바 오일도 이와 같은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

다.(하병조,2000)

아주 차가운 곳이나 냉장고 안에 두면 고체화되지만 섭씨 10도만 되면 곧 액체화

된다. 호호바 오일의 구조는 피부의 피지와 거의 유사해서 다른 오일들보다 쉽게 피

부에 흡수된다. 일반적 특성은 진통효과와 항염작용, 관절염, 류머티즘에 좋으며 여

드름, 습진, 피부연화, 건선, 햇볕에 탄 피부등 피부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제제제제5555절  절  절  절  두통환자에게 두통환자에게 두통환자에게 두통환자에게 적용하는 적용하는 적용하는 적용하는 아로마치료아로마치료아로마치료아로마치료

두통시에 라벤더와 페퍼민트를 2:1의 비율로 배합하여 아픈부위에 문지르며 문

지를 때는 식물유에 5% 정도 희석한다. 또는 족욕법(즉 발을 대야에 담그는것)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희석된 비율을 대야에 10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20분 정도 발

을 담그면 된다.

흡입 및 램프 확산법으로는 라벤더 3,일랑일랑1, 크림/베이스5cc 라벤더3,민트1

로 사용하며, 방향욕으로는 유칼립투스(마조람)3방울, 손수건이용시 라벤더(로즈

마리/페퍼민트)1,2방울을 사용한다. 

목욕시에는 반신욕에 라벤더2방울 + 클라이세이지 1방울 + 마조람 1방울,그리고 

전신욕에는 라벤더2방울 + 클라이세이지 2방울 + 마조람2방울,라벤더 2방울 + 로

즈마리 2방울을 사용한다. 

냉습포시 라벤더 2방울 + 페퍼민트 1방울을 사용하며, 마사지는 라벤더 3방울 + 

호호바 오일 10ml과 라벤더 3방울 + 로즈마리2방울 + 호호바 오일 20m을 사용한

다. 허브 티는 라벤더, 페퍼민트, 레몬그래스를 사용한다. (조성준,2000) 

눈의 긴장을 풀어달라고 보내는 신호가 두통으로 나타나는 때도 있다. 이런 때는 

양쪽 관자놀이와 이마를따라 lavender를 바르고 문지르면 빨리 회복되며, 두통과 

구토가 동반될 때는 이런 데에 가장 잘 듣는 향유 peppermint를 한 방울 떨어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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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물이 효과적이고 과식이나 소화불량으로 생기는 두통에는 peppermint를 티슈에 

떨어뜨리고 몇 번이고 숨을 들이켜서 향유를 흡입하면 곧 낫는다.(이세희,1995)

두통에 가장 좋은 약은 일을 그만두고 침대에 누워 한잠 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때도 있다. 이런 때에는 베개에 lavender를 2방울만 떨어뜨리면 잠도 잘 

오고 이완된다. 개인별 선호도에 따른 에센셜 오일의 항 스트레스 효과 비교에서 

각 개인이 선호하는 향을 흡입했을 때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관찰한 것으로 각 개

인이 선호하는 향을 맡았을때 알파파의 증가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에 따른 알파파의 증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

은 클라리세이지였고 레몬이나 오렌지같은 아로마향에서는 선호도와 스트레스 완

화효과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아로마의 후각작용을 

통한 항 스트레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개인에 적합한 아로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장태수,2000)

스트레스가 쌓일때는 목욕과 반신욕시에 로만카모마일 2방울 + 라벤더 2방울, 

전신욕은 샌달우드2방울+라벤더 2방울+제라늄2방울을 사용한다. 스트레스시에 마

사지는 레몬밤3방울+라벤더4방울+호호바 오일30ml, 또는 로즈3방울+라벤더2방울+

제라늄2방울+호호바 오일30ml로 마사지하며, 허브티는 저먼카모마일, 레몬밥, 라

벤더를 사용한다(조성준,2000).

아기들이 머리가 아플때는 일반적으로 주변환경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

고, 감기나 기타 다른 질병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 사용오일은 캐모마일 로먼, 라

벤더이며 처방법은 습포법이며 캐모마일로먼 2방울이나 라벤더로 찬찜질을 하고 

환경이 바뀌거나 항상 조용한 집에서 지내던 아기가 사람이 많거나 시끄러운 장소

에 가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게 된다. 이때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흡입하게 하면 예민해진 아이를 진정시킬 수 있다. 사용오일은 라벤더를 사용하며 

흡입법으로 라벤더2방울을 거즈에 떨어뜨려 배게 밑에 넣고 자거나 램프확산법으

로 사용한다.(오홍근,2003)

두통은 기질적인 장애로 인한 원인 이외에 긴장성 스트레스, 과로, 근육긴장, 

부비강 충혈, 생리, 영양결핍, 음식 알레르기,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질환의 영

향으로 발생한다. 사용오일에 통증해소에는 라벤더, 마조람이며 부비강 충혈 해소

에는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그리고 생리로 인한 두통해소에 클라리 세이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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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흡입법으로는 마조람2방울, 라벤더2방울, 페퍼민트2방울을 혼합하여 그 중 

1방울을 거즈에 떨어뜨려 흡입한다. 

편두통에는 멜리사를 1방울 추가하여 깊게 3번 흡입한다. 마사지법은 라벤더 2방

울을 손가락에 묻혀 관자놀이, 귀 뒤, 목 뒤를 2번이상 문지르는데, 이때 눈에 들

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는 라벤더 3방울, 유칼립투스 3방울을 10ml의 캐리어 

오일에 혼합하여 이마, 귀 뒤, 양쪽 눈가, 어깨, 목 등에 마사지한다. 목욕법은 마

조람4방울, 케모마일 로먼 4방울, 라벤더 4방울을 목욕물이 떨어뜨려 사용한다.

편두통은 심한 통증이 부분적으로 2-3일 지속되며 오심,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

다. 사용오일은 멜리사, 로즈마리, 라벤더, 캐머마일 로먼, 제라늄, 레몬,페퍼먼

트를 사용한다.

처방법으로는 마사지법으로 제라늄1방울, 레몬 2방울, 라벤더 3방울에 캐리어 

오일10ml를 섞어 관자놀이, 이마, 뒷목, 어깨 등을 마사지한다. 

흡입법으로 라벤더 3방울, 캐머마일로먼 1방울을 섞어 그중 1방울을 거즈에 떨

어뜨려 흡입하거나 마조람2방울, 라벤더 2방울, 페퍼민트 2방울, 멜리사 1방울을 

섞어 그 중 3-5방울을 램프에 떨어뜨려 발산시킨다.

정신적 피로는 과로, 지나친 걱정, 많은 생각, 나쁜 근무 조건이나 나쁜 공기, 

비타민 결핍,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용오일은 로즈마리, 

클라리 세이지, 주니퍼베리를 사용한다. 

처방법으로는 흡입법에 로즈메리 오일을 거즈에 1-2방울을 떨어뜨린 후 셔츠 안

쪽에 넣고 다니거나 꺼내서 흡입한다. 

마사지법으로 클라리 세이지 3방울, 주니퍼 베리 2방울, 로즈마리 4방울을 혼합

한후 15ml의 캐리어 오일에 섞어 어깨에 마사지한다.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안증을 비롯해 건강이 악화되기 쉬우며 위궤양,심장병 등이 올 수 있다. 

사용오일은 로즈, 네롤리, 클라리 세이지, 제라늄, 캐머마일 로먼, 주니퍼 베리, 

샌들우드, 마조람, 일랑일랑을 사용한다. 

처방법으로는 흡입법에 라벤더 4방울을 램프로 증발시키거나 1방울을 거즈에  흡입

한다. 목욕법에 제라늄 4방울, 라벤더 4방울, 샌들우드 4방울, 일랑일랑 2방울을 이용

해 목욕한다. 마사지법에 라벤더 3방울, 캐머마일 로먼 3방울, 샌들우드 2방울, 일랑

일랑 1방울, 캐리어 오일15ml를 혼합해 어깨 또는 전신을 마사지한다(오홍근,2003).



- 16 -

한선희(2002)는 전달자오일(carrier oil)인 호호바 오일에 페퍼민트와 로즈마

리, 로만케모마일의 에센셜 오일을 1:1:2로 섞어, 이마와 관자놀이 ,눈 주위, 목

(뒤와 옆) 부분에 각각 0.3ml(1%) 0.7ml(2%)의 오일로 향요법을 실시하고 치료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페퍼민트, 로즈마리와 로만케모마일의 세가지 에센셜 오

일을 혼합하여 시너지 브랜딩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렇게 향요법을 적용시

킨후 긴장형 두통정도는 실험전에 비해 실험 후에 감소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향요법이 두통완화에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는데 이

는 페퍼민트와 로즈마리의 이완작용과 로만케모마일의 진통 작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 표 1 >로 정리해 본다.

                                            <<<<표 표 표 표 1>    1>    1>    1>    두통환자에게 두통환자에게 두통환자에게 두통환자에게 적용하는 적용하는 적용하는 적용하는 아로마치료법아로마치료법아로마치료법아로마치료법

적용적용적용적용

질환질환질환질환

적용적용적용적용

방법방법방법방법
에센셜오일과 에센셜오일과 에센셜오일과 에센셜오일과 비율비율비율비율 비고비고비고비고

두통

마사지

•아픈부위를 문지른다.

  라벤더:페퍼민트=2:1 , 식물유 5%희석

•양쪽관자놀이와 이마를 따라 라벤더를 바르고

  문지른다.

•라벤더 3방울 + 호호바오일 10ml,

•라벤더 3방울+로즈마리 2방울+호호바 오일 20ml

•배게에 라벤더 2방울 떨어뜨린다.

•호호바오일+  (패퍼민트:로즈마리:로만케모마일=1:1:2)

흡 입,

 램 프

확산법

•라벤더3방울+일랑일랑1방울+크림/베이스 5cc +

  라벤더3방울, 페퍼민트1방울

•로즈마리+ 라벤다

•라벤더(로즈마리/페퍼민트)1,2방울 (손수건이용)

•라벤더2방울+마조람2방울+페퍼먼트2방울을혼합하여 

  거즈에 1방울 떨어뜨려 흡입

생리로 인

한 두통

•유칼립투스, 페퍼먼트

부비강 충

혈로 인한 

두통

족욕법
•라벤더: 페퍼민트=2:1 + 식물유5%에 대야에 10방울 정   

 도 떨어뜨려서 20분 정도 발을 담근다.

방향

욕법
•유칼립투스(마조람)3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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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법

•반신욕: 라벤더2방울 + 클라이세이지 1방울

         + 마조람1방울 

•전신욕: ① 라벤더2방울 + 클라이세이지2방울

            +마조람2방울

          ② 라벤더2방울 + 로즈마리 2방울

냉습포 •라벤더 2방울 + 페퍼민트 1방울

허브티 •라벤더, 페퍼민트, 레몬 그래스

편두통

 흡 입 ,  

 램 프

확산법

•마조람2방울+라벤더2방울+페퍼먼트2방울+멜리사1방울 

•라벤더3방울+케모마일로먼1방울

마사지

•라벤더2방울을 손가락에 묻혀 관자놀이, 귀뒤, 목뒤

•라벤더3방울+유칼립투스3방울+케리어오일10ml를 이마, 

귀뒤, 양쪽눈가, 어깨, 목

•제라늄1방울+레몬2방울+라벤더3방울+케리어오일10ml를 

관자놀이, 이마, 목뒤, 어깨 

목욕법 •마조람4방울+케모마일로먼4방울+라벤더4방울

스트

레스

흡입, 

램프

확산법

•로즈마리오일1-2방울, 라벤더1방울(흡입)

•라벤더4방울(램프확산) 

맛사지

•레몬밤3방울+라벤더4방울+호호바오일30ml

•로즈마일3방울+라벤더2방울+제라늄2방울+

  호호바오일30ml

•클라리세이지3방울+주니퍼베리2방울+로즈마리4방울+케리

어오일15ml (어깨)

•라벤더3방울+케모마일로먼3방울+센달우드2방울+일랑일랑

1방울+케리어오일15ml(어깨, 전신)

목욕법

•반신욕:로만카모마일 2방울+라벤더2방울

•전신욕:샌달우드2방울+라벤더2방울+제라늄2방울

•전신욕:일랑일랑2방울+샌달우드4방울+라벤더4방울+제라

늄4방울

허브티 •저먼카모마일, 레몬밥, 라벤더

아기

두통

습포법 •케모마인로먼, 라벤더

찬찜질 •케모마인로먼 2방울, 라벤더

흡입법 •라벤더 2방울 (거즈이용)

램프

확산법
•라벤더 2방울

부비강

충혈
흡입법 •유칼립투스, 페퍼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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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재료 연구재료 연구재료 연구재료 

제제제제1111장  장  장  장  연구재료연구재료연구재료연구재료

 연구대상자 선정은 2005년 4월1일부터 7월24일까지 N시 소재의 K보건진료소에

서 두통으로 내소한 나이 35세에서 74세의 남4명 여13명에 대한 17명의 환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이 대상자들은 아로마 치료에 동의한 자로서 두통으로 내원한 성인

환자로서 3개월이상 경과된 자이며, 만성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성질환이

나 악성말기 질환이 없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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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방법 

제제제제1111장  장  장  장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적용 적용 적용 적용 환경 환경 환경 환경 

실험 장소는 본 진료소 내 건강증진실이며 실내온도는 평균 23℃을 유지하였고 

습도는 40-60%의 쾌적한 상태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간접 조명이 설치된 조용

한 환경으로 꾸며졌으며 소요시간은 약 5분정도이며 두통정도와 혈압,맥박,호흡을 

측정하였다. 혈압은 Automatic Blood Pressure FT-500R 기계로 실험전과 실험후에 

체크하였다.

제제제제2222장  장  장  장  적용방법적용방법적용방법적용방법

 대상자들을 오전 10-12시 사이에 진료소에 내소하게 하여서 아로마마사지를 받

았으며 흡입법은 손수건과 티슈를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지 않은 시간에 통증이 있

을때 흡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향법은 집에서 평균 4-5시간 있을 경우 사용

할 수 있도록 에센셜오일들을 제공하였다.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아로마마사지아로마마사지아로마마사지아로마마사지

대상자에게 격일로 주 3회 2주간 아로마치료를  실시하였는데 실험처치기간을 2주

로 한 것은 오랜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동일한 종류의 오일을 사용할 경우 

2-3주간 격일로 사용하라는 지침(Davis, 1997)에 근거한 것이다. 먼저 대상자에게 

향요법 마사지방법(부록 1)을 설명한 후 설문지 작성과 두통의 정도와 혈압과 맥박, 

호흡을 체크하고 브랜딩한 오일인 캐리어 오일 호호바오일(20ml)에 페퍼민트, 로즈

마리, 로만케모마일의 에센셜오일을 1:1:2로 섞어 이마와 관자놀이, 눈 주위, 목(뒤

와 옆)부분에 각각 0.3ml(1%),0.7ml(2%)의 오일로 아로마마사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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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흡입법  흡입법  흡입법  흡입법   

 

 가. 건식흡입법(Dry inhalation)

 티슈나 손수건에 아로마 에센셜오일 페퍼민트, 로즈마리, 로만케모마일을 

1:1:2의 비율로 희석하여 1 - 2 방울 묻혀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두통이 있을

때 사용한다.

 나.램프 흡입법(발향법)

 집에서 두통이 있을때 램프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에 위의 비율로 혼합한 에센

셜 오일을 3-5방울 떨어뜨려 증발 흡입하도록 하였다. 

제제제제3333장  장  장  장  마사지후 마사지후 마사지후 마사지후 검사검사검사검사

아로마마사지가 끝난 후 두통정도와 혈압과 맥박수, 호흡수를 측정하였다. 

  

제제제제4444장  장  장  장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두통관련 두통관련 두통관련 두통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두통관련 특성을 위한 설문지는 연구자가 논문(김

지훈외,2000;최송실,2004)을 참고하여 일반적 특성인 연령, 성별, 직업 3문항과 

두통관련 특성인 두통발생시기, 두통부위, 두통양상, 두통빈도, 두통정도, 수면정

도, 통증시기, 진통제복용여부, 진통제 복용효과에서는 복용효과, 복용횟수(1주), 

복용기간 등으로 9문항으로 작성하였다.(부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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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두통정도두통정도두통정도두통정도

 

 아로마치료 적용전후의 두통완화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두통정도는 Chine 등

(1992)이 개발한 100mm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VAS)를 사용하여 

설문지에 그려진  100mm의 선에 연구대상자가 직접 표시하도록 하였다. 왼쪽 끝이 

0점, 이 왼쪽 끝은 “머리가 아프지 않다”, 다른 쪽 오른쪽 끝은 “상상할 수 없

을 만큼 머리가 아프다”로 표시되어 있으며 오른쪽 끝이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두통정도가 높다.((((부록 2 ) ) ) ) 

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생리적 생리적 생리적 생리적 측정 측정 측정 측정 도구도구도구도구

 

가.혈압, 맥박 및 호흡

아로마치료 적용 전후의 생리적 변화를 보기 위해서 혈압, 맥박과 호흡수를 측

정하였다. 혈압과 맥박은 Automatic Blood Pressure FT-500R 기계로 실험전과 

실험후에 아로마치료 실시 10분전과 실시 10분후에 상완동맥에서 혈압과 맥박

을 측정하였다. 호흡은 대상자가 의식하지 못하게 대상자의 머리맡에서 1분간 

측정하였다.           

제제제제5555장  장  장  장  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미니텝(MINITAB)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두통관련 특성, 진통제 복용관련 특성, 아로마 마사

지,아로마 흡입법, 아로마발향법 사용횟수비교, 아로마치료의 종류별 사용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아로마치료 적용전, 후의 두통정도, 생리적 변화인 혈압, 맥박수, 호흡수는  Two 

- Sample T-Test 로 분석하였다.

3)아로마치료 적용전,후의 매 횟수의 실시간 두통완화정도와 생리적 변화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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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제제제제1111장  장  장  장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 표 2 >과 같다.

 우선 성별의 비교는 남성이 23.5%, 여성이 76.5%로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연

구대상자의 참여 연령대를 보면 20대는 없고 30대는 11.7%, 40대는 23.5%, 50대는 

29.4%, 60대는 17.7%, 70대도 17.7%로 50대가 많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두통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을 살펴보면 

대상자들의 특징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나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다. 농업에 종

사하는 분들은 47.1%,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전적으로 농사에 매달리지 않는 

대상자들을 주부로 표기를 해서 23.5%가 여기에 속하고 회사원 17.7%, 기타에 교

사 1례이며 나이가 많으셔서 홀로 계신 분도 기타 1례로 11.7% 이다. 

                                                                < < < < 표 표 표 표 2 2 2 2 >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N = 17)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특성특성특성특성 빈도빈도빈도빈도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성  성  성  성  별별별별
남 4 23.5

여 13 76.5

연  연  연  연  령령령령

30-39 2 11.7

40-49 4 23.5

50-59 5 29.4

60-69 3 17.7

70-79 3 17.7

직  직  직  직  업업업업

주부 4 23.5

농업 8 47.1

회사원 3 17.7

기타 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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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장  장  장  장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두통관련 두통관련 두통관련 두통관련 특성 특성 특성 특성 

 

연구대상자의 두통관련에 대한 제 특성은 < 표 3 >과 같다.

두통발생시기를 살펴보면 6개월미만은 41.2%, 6개월-1년미만 23.5%, 1년-5년미

만 35.3%로 만성적으로 두통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두통발병부위를 살펴보면 양측면은 29.4%, 편측성은 23.5%, 후두부는 11.8%로 

전체는35.3%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두통의 양상을 살펴보면 지끈거림은 47.1%, 꽉조임은 29.4%, 세게 누름은 23.5%

이며 두통의 빈도는 매일 11.8%,1주에 1-3회는 76.4%, 1주 3회이상은 11.8%이다.

두통의 정도는 참을 수 없을 정도는 29.4%, 참을 수 있으나 많이 아픔은 58.8%,

약 안먹고 견딜 수 있음은 11.8%이다.

 수면의 정도는 숙면하는 대상자는 17.7%였고, 못 잘때도 있다는 29.4%, 잠들기 

어렵다는 35.2%, 푹 못자고 쉽게 깬다는 17.7%이다.

  통증의 시기는 아침에 일어날때 17.7%, 오전에 23.5%, 오후에는 35.3%, 불규칙

적인 것이다는 23.5%로 오후에 통증을 더 많이 느낌을 알 수 있다. 

< < < < 표 표 표 표 3 3 3 3 >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두통관련에  두통관련에  두통관련에  두통관련에  특성특성특성특성

                                                                 (N = 17)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빈도빈도빈도빈도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두통발병시기두통발병시기두통발병시기두통발병시기

6개월미만 7 41.2

6개월 - 1년미만 4 23.5

1년 - 5년미만 6 35.3

두통발병부위두통발병부위두통발병부위두통발병부위

양측성 5 29.4

편측성 4 23.5

후두부 2 11.8

전체 6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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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양상두통양상두통양상두통양상

지끈거림 8 47.1

꽉조임 5 29.4

세게누름 4 23.5

기타 0 0

두통빈도두통빈도두통빈도두통빈도

(1(1(1(1주주주주))))

매일 2 11.8

 1-3회정도 13 76.4

 3회이상 2 11.8

기타 0 0

두통정도두통정도두통정도두통정도

참을수없을 정도 5 29.4

참을수있으나 많이 아픔 10 58.8

약 안먹고 견딜 수 있음 2 11.8

아프기보다 약간 불편한 정도 0 0

수면정도수면정도수면정도수면정도

숙면 3 17.7

못 잘때도 있다 5 29.4

잠들기 어렵다 6 35.2

푹 못자고 쉽게 깬다 3 17.7

통증시기통증시기통증시기통증시기

아침에 일어날때 3 17.7

오전 4 23.5

오후 6 35.3

불규칙적 4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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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장  장  장  장  진통제 진통제 진통제 진통제 복용관련 복용관련 복용관련 복용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진통제 복용관련 특성은 < 표 4 >과 같다.

진통제 복용여부는 연구 대상자 17명중 94.1%는 복용을 하고 있고 1명인 5.9%만

이진통제 복용을 하지 않았다.

진통제 복용횟수는 매일은 없고 1주에 1회-2회는 37.5%,1주에 3회-5회는 62.5%

로였다. 진통제 복용효과는 약간 좋다가 37.5%, 좋다가 62.5%이며 모르겠다는 응

답은 없었다. 진통제 복용시기는 3개월전 12.5%, 6개월전 18.7%, 1년전 25%, 2년

전-5년전까지가 43.8%나 되었다.      

   

< < < < 표 표 표 표 4 4 4 4 > > > > 진통제 진통제 진통제 진통제 복용 복용 복용 복용 관련 관련 관련 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 N=17 )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빈도빈도빈도빈도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진통제복용여부진통제복용여부진통제복용여부진통제복용여부
복용 16 94.1

미복용 1  5.9

복용횟수복용횟수복용횟수복용횟수(1(1(1(1주주주주))))

매일 0 0

1회-2회 6 37.5

3회-5회 10 62.5

복용효과복용효과복용효과복용효과

약간좋다 6 37.5

좋다 10 62.5

모르겠다 0 0

복용시작시기복용시작시기복용시작시기복용시작시기

3개월전 2 12.5

6개월전 3 18.7

1년전 4 25.0

2년전-5년전 7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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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장  장  장  장  아로마마사지아로마마사지아로마마사지아로마마사지,,,,아로마흡입법아로마흡입법아로마흡입법아로마흡입법,,,,아로마발향법 아로마발향법 아로마발향법 아로마발향법 사용 사용 사용 사용 횟수 횟수 횟수 횟수 비교비교비교비교

                                                                                                                                                                                                                                                

아로마마사지,아로마흡입법,아로마발향법 사용 횟수는 < 표 5 >와 같다.

아로마마사지는 6회 모두 실시하였고, 아로마흡입법은 3-4회를 11.8%가 시행하였

고 5-6회는 47.1%, 7-8회는 41.1%가 시행하였다.

아로마발향법은 1-2회가 47.1%, 3-4회가 23.5%, 실시하지 않음은 29.4%로 나타났

다.  

< < < < 표 표 표 표 5 5 5 5 > > > > 아로마마사지아로마마사지아로마마사지아로마마사지,,,,아로마흡입법아로마흡입법아로마흡입법아로마흡입법,,,,아로마발향법 아로마발향법 아로마발향법 아로마발향법 사용 사용 사용 사용 횟수 횟수 횟수 횟수 비교비교비교비교

                                                                                                                                                                                                                                                            (N=17)

종   종   종   종   류류류류 횟  횟  횟  횟  수수수수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계계계계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30303030대대대대

(2(2(2(2명명명명))))

40404040대대대대

(4(4(4(4명명명명))))

50505050대대대대

(5(5(5(5명명명명))))

60606060대대대대

(3(3(3(3명명명명))))

70707070대대대대

(3(3(3(3명명명명))))

아로마마사지 6회 2 4 5 3 3 17 100

아로마흡입법

1-2회 * * * * * 0 0

3-4회 * * 2 * * 2 11.8

5-6회 1 2 2 2 1 8 47.1

7-8회 1 2 1 1 2 7 41.1

아로마발향법

1-2회 * 3 3 2 * 8 47.1

3-4회 2 1 * 1 * 4 23.5

실시안함 * * 2 * 3 5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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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5555장  장  장  장  아로마치료의 아로마치료의 아로마치료의 아로마치료의 종류별 종류별 종류별 종류별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빈도빈도빈도빈도

아로마마사지와 아로마흡입법은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사용하였고, 아로마마사지

와 아로마흡입법, 아로마발향법의 사용은 70.6%로 30대 2명,40대 4명,50대 3명, 60

대 3명이 3가지모두 사용하였다. 아로마발향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29.4%로 50대

가 2명, 70대가 3명으로 나타났다.

< < < < 표 표 표 표 6 6 6 6 > > > > 아로마치료의 아로마치료의 아로마치료의 아로마치료의 종류별 종류별 종류별 종류별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빈도빈도빈도빈도

                                                        (N = 17 )

종     종     종     종     류류류류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30303030대대대대

(2(2(2(2명명명명))))

40404040대대대대

(4(4(4(4명명명명))))

50505050대대대대

(5(5(5(5명명명명))))

60606060대대대대

(3(3(3(3명명명명))))

70707070대대대대

(3(3(3(3명명명명))))
계계계계

아로마마사지 아로마마사지 아로마마사지 아로마마사지 

++++

아로마흡입법아로마흡입법아로마흡입법아로마흡입법

2 4 5 3 3 17 100

아로마마사지아로마마사지아로마마사지아로마마사지

++++

        아로마흡입법아로마흡입법아로마흡입법아로마흡입법

++++

아로마발향법아로마발향법아로마발향법아로마발향법

2 4 3 3 0 12 70.6

아로마발향법아로마발향법아로마발향법아로마발향법

미실시미실시미실시미실시
* * 2 * 3 5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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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6666장 장 장 장 두통완화정도두통완화정도두통완화정도두통완화정도, , , , 생리적 생리적 생리적 생리적 변화에 변화에 변화에 변화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아로마치료의 아로마치료의 아로마치료의 아로마치료의 효과효과효과효과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전후의 전후의 전후의 전후의 두통완화 두통완화 두통완화 두통완화 효과효과효과효과

  

아로마치료 적용 전후의 두통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 표 7 >과 같다. 

아로마치료의 적용전의 평균 두통정도는 75.59+7.68점이었고, 적용후의 평균 두

통정도는 17.55+4.2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260,p

〈.001).

   

< < < < 표 표 표 표 7 7 7 7 > > > > 두통정도의 두통정도의 두통정도의 두통정도의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전후 전후 전후 전후 비교비교비교비교

                                                                                                                                                                                                         ( N = 1 7 )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시기시기시기시기

적용전적용전적용전적용전 적용후적용후적용후적용후

    tttt pppp
Mean Mean Mean Mean ±±±±SSSSDDDD Mean Mean Mean Mean ±±±±SSSSDDDD

두통정도두통정도두통정도두통정도 75.59 75.59 75.59 75.59 + + + + 7.687.687.687.68 17.55 17.55 17.55 17.55 + + + + 4.254.254.254.25 27.26027.26027.26027.260 0.0000.0000.0000.000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전후의 전후의 전후의 전후의 생리적 생리적 생리적 생리적 변화변화변화변화

아로마치료의 적용 전후에 따른 생리적 변화는 < 표 8 >와 같다. 

아로마치료의 적용 전후의 수축기압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적용전의 평균 

수축기압은 124.88+9.08mmhg에서, 적용후의 수축기압은 123.38+8.80mmhg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t=0.490, p=0.628) 이 연구에 블랜딩한 향은 

수축기혈압에는 변화가 없었다.

아로마치료의 적용 전후의 이완기압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적용전의 평균 

이완기압은 77.88+3.64mmhg 이었고  적용후의 이완기압은 70.98+4.68mmhg 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800, p<0.001).

아로마치료의 적용 전후의 평균 맥박수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적용전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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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는 평균 69.31+4.66회/분, 적용후의 맥박은 62.29+2.58회/분으로 맥박이 감

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440, p<0.001).

아로마치료의 적용 전후의 평균 호흡수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적용전의 호

흡수는 16.94+1.25회/분, 적용후의 호흡수는 15.47+1.15회/분으로 감소되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t=3.580,p=0.001) 아로마치료는 호흡수를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 < < < 표 표 표 표 8 8 8 8 > > > > 생리적 생리적 생리적 생리적 지수의 지수의 지수의 지수의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전후 전후 전후 전후 비교비교비교비교

                                                                                                                                                                                                                             ( N=17 )

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적용 적용 적용 적용 기간대별 기간대별 기간대별 기간대별 두통정도와 두통정도와 두통정도와 두통정도와 생리적 생리적 생리적 생리적 변화변화변화변화

아로마치료법을 6회 시행하여 생리적 변화의 평균값을 실시간별로 반복측정 분산

분석으로 검정한 결과는< 표 9 >와 같다.

두통정도는 < 그림 1 >과 같이 1회부터  6회까지 아로마치료를 적용하는 동안 감소

를 보였다(F=8.730, P< 0.001).

                        시기시기시기시기

측정변수측정변수측정변수측정변수

적용전적용전적용전적용전 적용후적용후적용후적용후
tttt pppp

Mean Mean Mean Mean ±±±±SSSSDDDD Mean Mean Mean Mean ±±±±SSSSDDDD

수축기압수축기압수축기압수축기압 124.88+9.08 123.38+8.80 0.490 0.628

이완기압이완기압이완기압이완기압 77.88+3.64 70.98+4.68 4.800 0.000

맥박수맥박수맥박수맥박수 69.31+4.66 62.29+2.58 5.440 0.000

호흡수호흡수호흡수호흡수 16.94+1.25 15.47+1.15 3.58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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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1> 1> 1> 두통정도의 두통정도의 두통정도의 두통정도의 변화변화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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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축기혈압은 두통정도의 변화에서 감소한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 그림 2 > 

와 같이 1회부터 6회까지 유의한 감소는 없었다( F=1.300, P=0.271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 2 2 2 > > > > 수축기혈압의 수축기혈압의 수축기혈압의 수축기혈압의 변화변화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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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혈압은 < 그림 3 > 과 같이 1회부터  6회의 아로마치료를 적용하는 동안에 

감소하였다( F=3.660, P=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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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 3 3 3 > > > > 이완기혈압의 이완기혈압의 이완기혈압의 이완기혈압의 변화변화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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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박수는  < 그림 4 > 와 같이 1회부터  6회의 아로마치료를 적용하는 동안 감소

하였다(F=5.180, P< 0.001 ). 

                                                        

< < <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 4 4 4 > > > > 맥박수의 맥박수의 맥박수의 맥박수의 변화변화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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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수도 < 그림 5 > 와 같이 1회부터 6회의 아로마치료를 적용하는 동안 감소하였

다( F=4,59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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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 5 5 5 > > > > 호흡수의 호흡수의 호흡수의 호흡수의 변화변화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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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9> 9> 9> 9> 아로마 아로마 아로마 아로마 치료의 치료의 치료의 치료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기간대별 기간대별 기간대별 기간대별 두통정도와 두통정도와 두통정도와 두통정도와 생리적 생리적 생리적 생리적 지수의 지수의 지수의 지수의 반복측정 반복측정 반복측정 반복측정 분산분석분산분석분산분석분산분석(ANOVA)(ANOVA)(ANOVA)(ANOVA)    

(N=17)

                        기간기간기간기간

요인요인요인요인
적용전적용전적용전적용전 1111 2222 3333 4444 5555 6666 ffff pppp

두통정도두통정도두통정도두통정도

(Mean(Mean(Mean(Mean±±±±SD)SD)SD)SD)

75.59

+7.68

22.647

+6.642

20.294

+5.440

18.235

+5.286

15.882

+5.372

14.706

+5.440

11.765

+4.657
8.730 0.000 

수축기압수축기압수축기압수축기압

(Mean(Mean(Mean(Mean±±±±SD)SD)SD)SD)

124.88

+9.08

126.06

+7.28

126.00

+9.01

124.35

+8.77

123.47

+9.47

120.35

+11.29

120.06

+11.14
1.300 0.271 

이완기압이완기압이완기압이완기압

(Mean(Mean(Mean(Mean±±±±SD)SD)SD)SD)

77.88

+3.64

73.765

+5.044

72.882

+5.023

71.647

+5.207

70.412

+4.678

70.118

+5.023

67.294

+4.740
3.660 0.004 

맥박수맥박수맥박수맥박수

(Mean(Mean(Mean(Mean±±±±SD)SD)SD)SD)

69.31

+4.66

64.471

+2.787

63.647

+3.774

62.882

+3.569

61.588

+2.763

61.294

+2.544

60.000

+2.236
5.180 0.000 

호흡수호흡수호흡수호흡수

(Mean(Mean(Mean(Mean±±±±SD)SD)SD)SD)

16.94

+1.25

16.294

+1.404

16.059

+1.676

15.353

+1.057

15.647

+1.412

15.118

+1.219

14.353

+1.222
4.59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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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논  논  논  논  의의의의

본 연구자는 두통으로 진료소에 내소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아로마치료법를 

실시하고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두통의 정도에 대한 설문 응답에 대해서 기

초조사를 하였으며 아로마마사지, 아로마흡입법, 아로마발향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두통환자에게 아로마마사지, 아로마흡입법, 아로마발향법를 적용하여 

두통완화정도, 생리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우선 성별의 비교는 남성이 23.5%, 여성이 76.5%로 여성이 더 두통

을 일으키는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는 편두통환자 중에  여자의 비율

이 76.4%로 높고(조용진,1998),여성의 두통발병률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는(정성창 

등,1993)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남성들이 스스로가  여성이 

시술자이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다. 

연구대상자의 참여 연령대를 보면 20대는 없고 30대는 11.7%, 40대는 23.5%, 50

대는 29.4%, 60대는 17.7%, 70대도 17.7%로 50대가 많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두통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30대의 

인구분포가 전체인구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참여율도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두통은 젊은 층에서 빈발한다는(최현림,1999) 연구와는 인구분포구조상 차이

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대상자의 참여 직업별을 보면 농촌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농업이 47.1%, 주부, 회사원 등도 농촌에 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도시, 농촌,직

업에 구분없이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두통관련 특성에서 두통발병시기는 6개월미만은 41.2%, 6개월-1년미만

은 23.5%, 1년- 5년미만은 35.3%로 나타났다. 두통발병부위는 양측성이 29.4%, 편측

성이 23.5%,후두부는 11.8%로 나타났으며 두통의 양상은 지끈거림이  47.1%, 꽉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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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9.4%, 세게누름이 23.5%로 나타났다.

두통의 빈도는 1주에 매일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는 11.8%이며, 1-3회 정도는 

76.4%, 3회 이상은 11.8%로 나타났다. 두통의 정도는 참을 수 없을 정도는 29.4%, 참

을 수 있으나 많이 아픔은 58.8%,약 안먹고 견딜 수 있음은 11.8%이다. 이는  만성적

인 두통으로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수면의 정도는 숙면하시는 대상자는 17.7%였고, 못 잘때도 있다는 29.4%, 잠들

기 어렵다는 35.2%, 푹 못자고 쉽게 깬다는 17.7%이다.

  통증의 시기는 아침에 일어날때 17.7%, 오전에 23.5%, 오후에는 35.3%, 불규칙

적인 것이다는 23.5%로 오후에 통증을 더 많이 느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진통제 복용관련 특성에서는 진통제를 복용한다가 94.1%이며, 미복용은 

5.9%에 그쳤다.  진통제 복용횟수는 매일은 없고, 1주에 1회-2회는 37.5%,1주에 3회

-5회는62.5%로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을  삼가 하고 계셨지만  이는 이미 약물에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남용까지 되어버린 사례라 할 수 있다.

진통제 복용효과는 약간 좋다가 37.5%, 좋다가 62.5%이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없

었다.

진통제 복용시기는 3개월전 12.5%, 6개월전 18.7%,1년전 25%,2년전-5년전까지가 

43.8%나 되었다.          

아로마마사지,아로마흡입법,아로마발향법 사용 횟수 비교에서 아로마마사지는 6

회 모두 실시하였고, 아로마흡입법은 3-4회를 11.8%가 시행하였고 5-6회는 47.1%, 

7-8회는 41.1%가 시행하였다. 아로마발향법은 1-2회가 47.1%, 3-4회가 23.5%, 실시

하지 않음은 29.4%로 나타났다. 아로마흡입법이 발향법보다 사용방법이 손쉬운데서 

사용횟수가 더 많은것같다.아로마발향법은 집에 오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다가 

방법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여서 70대의 노인들은 한 분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아로마치료의 종류별 사용 빈도는 아로마마사지와 아로마흡입법은 모든 연구대상

자들이 사용하였고, 아로마마사지와 아로마흡입법, 아로마발향법의 사용은 70.6%로 

30대 2명,40대 4명,50대 3명, 60대 3명이 3가지모두 사용하였다. 아로마발향법을 실

시하지 않은 것은 29.4%로 50대가 2명, 70대가 3명으로 나타났다.50대는 밖으로 일

을 나가는 시간이 많아서 발향법을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어보였고 70대는 한분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 35 -

아로마치료 전후의 두통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두통정도가  적용전의 평균 두

통정도는 75.59+7.68점이었고, 적용후의 평균 두통정도는 17.55+4.25점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260, p〈0.001).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향요법을 실시한 결과 두통이 감소했다는 한선희

(200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긴장형 두통환자들을 대상으로 에션셜오일인 페퍼민

트를 적용시켜 두통을 감소시킨 연구결과 (Gobel et al,1996)와 기능성 두통환자

들을 대산으로 페퍼민트와 유칼립투스, 만다린 등의 에센셜오일을 적용시킨 연구 

결과(김재주외,1997)와 유사했다. 처음으로  아로마치료 마사지를 받은  대상자들

은 너무나 시원하다면서 신기해하고 아주 만족해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아로마치료의 적용 전후의 수축기압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적용전의 평균 수축기압은 124.88+9.08mmhg 에서, 적용후의 수축기압은 

123.88+8.80mmhg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t=0.490, p=0.628) 

이 연구에 블랜딩한 향은 수축기혈압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최진영외(2000)의 

에센셜 오일의 스트레스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감소로 인해 수축기 혈압

이 모두 떨어지기는 했으나 유의한 차이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

하다. 수축기압의 유의한 변화가 없음을 향요법의 중재기간을 늘려 효과의 지속기

간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로마치료의 적용 전후의 이완기압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적용전의 평균 

이완기압은 77.88+3.64mmhg 이었고 적용후의 이완기압은 70.98+4.68mmhg 로 감

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800, p=0.000).

아로마치료의 적용 전후의 평균 맥박수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적용전의 맥

박수는 평균 69.31+4.66회/분, 적용후의 맥박은 62.29+2.58회/분으로 맥박이 감

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440, p<0.001).

아로마치료의 적용 전후의 평균 호흡수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적용전의 호

흡수는 16.94+1.25회/분, 적용후의 호흡수는 15.47+1.15회/분으로 감소되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t=3.580, p=0.001) 아로마치료는 호흡수를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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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치료 적용 기간대별 두통정도와 생리적 변화에서는 아로마치료를 6회 시행

하여 생리적 변화의 평균값을 실시간별로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검정한 결과는 <표 

9 >와 같다.

두통정도는 < 그림 1 >과 같이 1회부터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6주간 아로마치료

법을 적용하는 동안 감소를 보였다(  F=8.730, P<0.001).

 수축기혈압은 두통정도의 변화에서 감소한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 그림 2 > 

와 같이 1회부터 6회까지 유의한 감소는 없었다( F=1.300, P=0.271).  

이완기혈압은 < 그림 3 > 과 같이 1회부터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 6회의 아로마

치료법을 적용하는 동안에 감소하였다(  F=3.660, P=0.004).

맥박수는  < 그림 4 > 와 같이 1회부터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6회의 아로마치료

법을 적용하는 동안 감소하였다(F=5.180, P< 0.001).                                                         

호흡수도 < 그림 5 > 와 같이 1회부터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6회의 아로마치료

법을 적용하는 동안 감소하였다( F=4,590, P=0.001).

생리적수치의 변화를 보면 향요법을 3회씩 3주간 긴장형두통 대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수축기압의 유의한 차이없음과 이완기압, 맥박, 호흡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

과(한선희, 2002)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아로마치료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아로마치료는 두통정도, 이완기압, 맥박수, 

호흡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로마치료가 보완대체요

법으로서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유익함을 고려해 볼 때도  어디에서든지 손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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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Ⅶ. . . .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제제제제1111장  장  장  장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두통환자에게 아로마치료를 적용하여 두통완화정도, 생리적변화의 효

과를 알아보고자 시도한 단일군 전후실험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05년  4월1일부터 7월24 일 까지 하였고, N시 K보건진료소에 내원한 

두통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아로마치료를 매주3회 2주간 실시하였다.

아로마치료 적용 전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두통관련 특성을 조사하였고, 

아로마치료 실시 매 세션 전후에 두통정도와 생리지수인 혈압, 맥박수, 호흡수를 측

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미니텝(MINITA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두통관련 특성 , 진통제 복용관련 특성, 아로마 마사지, 아로마 흡입법, 아로마

발향법 사용횟수비교, 아로마치료의 종류별 사용은 빈도와 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아로마치료 적용 전후의 두통정도는 Two - Sample T-Test 로 

분석하였으며, 아로마치료 적용 매 회 전후의 실시간별 두통완화 정도와 생리적 변

화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 대상자는  남성이 23.5%, 여성이 76.5%였고,  연구대상자의 참여 연령대를 

보면 20대는 없고 30대는 11.7%, 40대는 23.5%, 50대는 29.4%, 60대는 17.7%, 70대도 

17.7%로 50대가 많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을 살펴보면 대상자들의 특징은 농

촌에 살면서 농사나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47.1%, 농

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전적으로 농사에 매달리지 않는 대상자들을 주부로 표기를 

해서 23.5%가 여기에 속하고 회사원 17.7%, 기타에 교사 1례이며 나이가 많으셔서 홀

로 계신 분도 기타 1례로 11.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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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로마마사지,아로마흡입법,아로마발향법 사용 횟수는 아로마마사지는 6회 모

두 실시하였고, 아로마흡입법은 3-4회를 11.8%가 시행하였고 5-6회는 47.1%, 7-8회

는 41.1%가 시행하였다. 아로마발향법은 1-2회가 47.1%, 3-4회가 23.5%, 실시하지 

않음은 29.4%로 나타났다.  아로마흡입법이 발향법보다 사용방법이 손쉬운데서 사용

횟수가 더 많은것같다. 아로마발향법은 집에 오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다가 방

법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여서 70대의 노인들은 한 분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3) 아로마치료의 종류별 사용 빈도는 아로마마사지와 아로마흡입법은 모든 연구대

상자들이 사용하였고, 아로마마사지와 아로마흡입법, 아로마발향법의 사용은 70.6%

로 30대 2명,40대 4명,50대 3명, 60대 3명이 3가지모두 사용하였다. 아로마발향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29.4%로 50대가 2명, 70대가 3명으로 나타났다.50대는 밖으로 

일을 나가는 시간이 많아서 발향법을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어보였고 70대는 한분

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4) 아로마치료 적용전의 두통정도는  75.59+7.68점이었고, 적용후의 평균 두통정

도는 17.55+4.25점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260, p<0.001).

5)아로마치료의 적용 전후의 수축기압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적용전의 평균 

수축기압은 124.88+9.08mmhg에서, 적용후의 수축기압은 123.38+8.80mmhg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0.490, p=0.628).  

6)아로마치료의 적용 전후의 이완기압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적용전의 평균 

이완기압은 77.88+3.64mmhg 이었고  적용후의 이완기압은70.98+4.68mmhg 로 감소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800 p<0.001).

7)아로마치료의 적용 전후의 평균 맥박수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적용전의 

맥박수는 평균 63.31+4.66회/분, 적용후의 맥박은 62.29+2.58회/분으로 맥박이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44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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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로마치료의 적용 전후의 평균 호흡수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적용전의 

호흡수는 16.94+1.25회/분, 적용후의 호흡수는 15.47+1.15회/분으로 감소되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t=3.580, p=0.001) 아로마치료는 호흡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9) 아로마치료 적용 기간대별 두통정도와 생리적 변화에서 두통정도는 1회부터 

6회까지 아로마치료법을 적용하는 동안 감소를 보였다(F=8.730,P<0.001).

10) 수축기혈압은 두통정도의 변화에서 감소한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1회부터 

6회까지 유의한 감소는 없었다(F=1.300, P=0.271).  

11) 이완기혈압은 1회부터 6회의 아로마치료를 적용하는 동안에 감소하였다( 

F=3.660,P=0.004).

12) 맥박수는  1회부터 6회의 아로마치료를 적용하는 동안 감소하였다(F=5.180, 

P< 0.001).                                                         

13) 호흡수도  1회부터 6회의 아로마치료를 적용하는 동안 감소하였다(F=4,590, 

P=0.001).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로마치료법은 두통을 완화시키고 혈압중 이완기압, 

맥박수, 호흡수를 감소시켜 이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므로 두통환자에게 매

우 유용한 보완대체요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제제제제2222장  장  장  장  제 제 제 제 언언언언

  

보완대체요법으로서 두통환자에게 아로마치료를 적용시키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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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을 실험에 적용하려고 생각하였던 것은  관할 마을에 두통환자들이 통증으

로 인해서 진통제를 많이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나서였다.

본 진료소에 내소하는 두통증상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실험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대상선정기준에 부합한 자들을 찾기는 쉽지가 않았다.  

또한 아로마치료에 최종 동의한 17명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

들인 관계로 시간관념의 부족과 일터에서 시간을 지켜서 실험에 참가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중간에 바쁘다고 포기하려는 몇 명의 사례가 있기도 했

지만 끝까지 참여를 권유한 결과 마지막까지 참여하였다. 한 실험이 끝날 때마다 

두통의 정도가 더 좋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대상자들까지 6

회까지 마치지 않았나 싶다. 진통제 복용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진통제를 복용

하지 않고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  

아로마치료의 적용방법은 마사지요법과 흡입법, 발향법으로 하였다.

마사지하는 시간외에 두통이 있을때 손수건이나, 티슈를 이용하여 흡입법을 사

용하였고 집에 5-6시간 있을때에는 발향법을 사용할수 있도록 발향기를 제공하였

다. 집에서 흡입법과 발향법을 이용한 후에 정확한 연구기록이 없음이 안타깝다. 

연구대상자들은 안 아프면 잘 됐지 않느냐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 하신다.

 실험에 들어간 연구대상자를 제외하고 고혈압성 두통으로 진료소에 내소한 환

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 결과, 효과가 아주 뛰어났다. 이완압도 유의하게 

낮아졌고 통증의 정도는 그 즉시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였으며 다음날 까지도 두

통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감기로 인한 심한 두통환자에게도 적용을 해보았는데  

예상대로 이완압과 두통정도에서 효과를 나타냈으며 아주 만족해 하였다. 이는 만

성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성질환이나 악성말기 질환을 제외하고 두통환자

라면 모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향후 좀 더 많은 대상자와, 다양한 두통환자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2) 각 향별로 적용방법을 분리해서 실험에 들어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3) 다양한 측정도구를 적용하여서 실험에 들어간다면 아로마치료법이 보완대체

요법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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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록 부록 부록 부록 1 1 1 1 >>>>

두통환자 두통환자 두통환자 두통환자 증상 증상 증상 증상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1. 당신의 성별은?

2. 당신의 연령은?

3. 당신의 직업은?

4.머리가 아프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6개월 미만(  )  • 6개월-1년(  )

 • 1년-5년(  )    • 5년-10년(  )

 • 10년 이상(  )

5. 주로 머리의 어느 쪽 부위가 아프십니까?

 • 양측성(  )   •편측성(  )   

 • 후두부(  )   • 전체적으로(  )

6. 주로 어떻게 아프십니까? 있는대로 골라  

  주십시오.

  • 지끈거린다.(  )

  • 머리가 무겁다.(  )

  • 머리가 띠를 두른 듯 꽉 조인다.(  )

  • 세게 누르는 듯하다.(  )

  • 뒷머리가 뻣뻣하다.(  )

  • 저리거나 차게 느껴진다.(  )

  • 발작적으로 심하게 아프다.(  )

  • 칼이나 송곳으로 쑤셔대는 듯하다.(  )

  • 전기가 통하듯 찌릿 찌릿하다.(  )

7. 얼마나 자주 아프십니까?

  • 매일 매일(  )

  • 일주일에 3일 이상(  )

  • 일주일에 1-3일 정도(  )

  • 1-2주일에 1일(  )

  • 한달에 1-2번 이하(   )

8. 평소 머리가  어느 정도로 아픈가?

  • 참을 수 없을 정도(  )

  • 참을 수는 있으나 상당히 아픔(  )

  • 약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음(  )

  • 아프다기 보다는 약간 불편한 정도(  )

9. 평소에 잠은 잘 잡니까?

  • 잘 잔다.(  )

  • 대체로 잠을 잘 자는 편이나 때때로 신  

  경 쓸 일이 있으면 못 잘 때도 있다.(  )

  • 잠을 들기가 어렵다.(  )

  •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쉽게 깨어나 얕은  

    잠을 잔다.(  )

10. 언제 주로 머리가 아프십니까?

  • 아침에 일어나면서(  ) 

  • 불규칙적으로(  )

  • 아침에  더(  ) • 저녁에 더(  )

11. 두통에 대해 진통제를 복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 없다.(  )

12. 진통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면?

 

 가. 효과는?

  • 좋아진다.(  )     • 약간 있다.(  )

  • 없다.(  )

  

 나. 진통제는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 매일 매일(  )  • 일주일에 5일 이상(  )

  • 일주일에 3-5일 이상(  )

  • 일주일에 1-2일 이상(  )

    

 다. 진통제는 얼마동안 복용하셨습니까?

  • 3개월 전(  )  • 6개월전(  )

  • 1년전(  )     • 2년 - 5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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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록 부록 부록 부록 2 2 2 2 > > > > 두통 두통 두통 두통 측정표 측정표 측정표 측정표 (VAS)(VAS)(VAS)(VAS)

실험전실험전실험전실험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50                                        100

머리가 아프지 않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아프다  

실험후실험후실험후실험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50                                        100

머리가 아프지 않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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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록 부록 부록 부록 3 3 3 3 > > > >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아로마치료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방법방법방법방법

아로마 마사지 방법 : 약 5분 정도, 목(뒤와 옆)부위와 이마, 관자놀이 및 눈 주위에 

적용한다.

1. 먼저 연구자의 손을 깨끗이 씻는다.

2. 대상자의 머리 위쪽에 자세를 취한다.

3. 대상자의 머리에 수건을 씌워 머리카락을 감추고 전두골(frontal bone)을 넓게 노출

시킨다.

4. 대상자의 이마에 연구자의 두 손을 얹고 호흡을 조절한다.

5. 0.7㎖의 오일(2%)을 손바닥에 덜어 왼손바닥과 오른손바닥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 쓰

다듬듯이 움직여 양손 손바닥에 분배한다.

6.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손바닥을 이용하여 어깨에서 목으로 올라가면서 가볍

게 쓰다듬는다.

7. 6번 동작을 왼쪽, 오른쪽 각각 3회씩 반복한다.

8. 얼굴을 정면으로 돌리게 한다.

9. 네 손가락을 이용하여 경추부위에 손을 넣어 미끄러지듯이 머리 방향으로 올라온다.

10. 이마 피부표면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클린져(cleanser)로 가볍게 닦아낸다.

11. 로즈워터로 이마 전체를 가볍게 두드린다.

12. 0.3㎖의 오일(1%)을 손바닥에 덜어 왼손바닥과 오른손바닥이 직각이 되도록 하여 쓰

다듬듯이 움직여 양손 손바닥에 분배한다.

13. 검지로 미간에서 이마 방향으로 올라가다 이마 위쪽 중심부에서 측두와 (temporal 

fossa) 방향으로 미끄러지듯이 천천히 쓸어내리면서 3회 반복한다.

14. 관자놀이에 도달하면 멈추고 눌러준다.

15. 검지로 이마 아래쪽 중심부에서 측두와 방향으로 미끄러지듯이 천천히 3회 반복하여 

쓸어내린다.

16. 관자놀이에 도달하면 동서남북 방향으로 눌러준다.

17. 엄지와 검지로 눈썹의 위와 아래를 집어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한 번씩 집어준다.

18. 검지로 이마 위쪽 중심부에서 측두와 방향으로 미끄러지듯이 3회 반복하여 쓸어내린다.

19. 검지로 이마 아래쪽 중심부에서 측두와 방향으로 미끄러지듯이 3회 반복하여 쓸어내린다.

20. 대상자의 이마에 두 손을 가볍게 얹어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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