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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dentifies research trends and provides fundamental data related to curative power of 
aromatherapy to relieve pain in Korea. Methods: The study analyzed 44 experimental studies on humans that 
were published in Korea before the end of December, 2009. The key words used for searching were: aroma, 
aromatherapy, hyang-yobeob, hyanggi-yobeob, hyanggichilyo, aromatherapy and pain, headache, scapulodynia, 
omodynia, feeling uncomfortable in the perineal region, sense of pain, labor pains, arm pain, menstrual pain, aches, 
and dysmenorrheal. Those words were found on websites, including those for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KISS, KoreaMed, and NDSL.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of essential oils to relieve pain is composed 
of three to four kinds of oils, including Lavender, Roman chamomile, Rosemary, and Clarysage. Aromatherapy 
is applied usually by means of massage (50%), inhalation (13.6%), or a combination of the above two (13.6%). 
Measuring instruments as a dependent variable include VAS, questionnaire, GRS, blood pressure, pulse, and 
Algometer. Aromatherap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othing headaches and arthralgia. However, when it comes 
to labor and menstrual pain, it doesn't seem to be effective. Conclusion: The study found that different kinds 
of oil, frequencies, and periods of time are used for the same symptoms. Further research should employ standardized 
oil blending, application, duration, and measuring instruments, and more systemat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aromatherapy to establish the effects on relieving pain.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1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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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통증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주  경험으로 

상자가 병원을 찾고 약물을 복용하는 주된 이유  하

나로서 어떤 다른 문제보다 삶의 질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의료인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료되지 



박정숙 외：아로마테라피의 통증 감소 효과에 한 국내 실험논문 분석 9

않는 통증은 여 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어(1), 

정통의학  치료법과 더불어 보완 체요법의 용이 

고려되고 있다. 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염, 

요통  좌골통 등이 증가하면서 통증완화를 해 약물

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신부 , 간독성, 소화성 궤양이나 

장 출 , 불면증 등의 합병증을 래할 수 있고, 만성 

통증으로 인해 약물의 오남용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약물  방법인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한 통증완화에 

심이 두되고 있다(2).

  통증감소를 한 아로마테라피를 용한 역사  사

례들을 보면, 기원  사람들은 통증 치료를 해 버드

나무나 포 러 등을 사용하 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들의 통증경감을 해 테르펜, 에스테르, 페놀 성분이 

함유된 몰약을 사용하 다(3). 1928년 향수 만드는 공장

에서 실험 이던 가뜨포세는 향을 배합하던  실수로 

화상을 입고 에 있던 라벤더 통에 손을 담가서 통증

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향유의 치료  화학성분과 분자구조

를 규명하게 되었고, 1차 세계 에서 다친 환자들을 

상으로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치료하면서 부분

의 에센셜 오일에 진통 속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4).

  아로마테라피는 뇌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비

침습 인 방법으로 근성이 용이하여 사용이 편리하

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효과가 

신속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면역기능을 높여 다

(5). 한 호르몬 기능에 향을 주고 박테리아, 바이러

스  곰팡이에 한 항력을 높여주며, 신경을 이완

시켜 심신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분야에

서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6,7). 한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마사지는 특별한 도구나 

장소,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정서  불안과 

긴장감소, 근육이완, 통증완화의 효과가 있어 상자의 

긴장완화, 자가 리 능력 향상을 통해 질병의 고통을 

해소하고 궁극 으로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

  아로마테라피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은 살균작용을 

하는 탄화수소, 항바이러스ㆍ항박테리아ㆍ항염작용을 

하는 알코올, 살균ㆍ면역ㆍ방부효과가 있는 페놀, 진정

ㆍ살균효과가 강한 알데히드, 거담ㆍ지방분해ㆍ세포재

생 효과가 있는 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유된 

화학성분의 분자량과 생화학  특성에 따라 진통  피

부순환 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8,9). Franchomme 등(10)의 

연구에서는 테르펜이 진통제 속성이 있다고 하 으며, 

Cabo 등(11)은 알코올과 테르펜은 아세틸콜린의 길항제

로 효과 이라고 밝혔다. 간호 재로서 아로마테라피는 

건강과 치유를 강화시키는 환자-환경 계를 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간호사는 상자의 특성과 선호도

를 고려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선정하여 상자와 치

료자로서 간호계획을 함께 세우고 용할 수 있다(12).

  아로마테라피를 보완 체요법으로서 용한 연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로마테라피 용연구의 효과를 체계

으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Song 등(13)의 연구

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아로마테라피를 재로 한 연

구를 살펴본 결과 스트 스, 우울, 불안, 통증 등 다양한 

연구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기에는 일반 직장인, 건강

한 학생, 년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나 

차 암환자, 치매환자, 통 환자, 액투석 환자, 수

술환자, 산모 등으로 연구 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한 

Kim과 Suh(14)는 아로마테라피가 스트 스에 미치는 효

과에 한 분석연구를 실시하 으며, Roh와 Park(15)은 

아로마테라피가 우울, 불안, 스트 스에 미치는 효과에 

한 논문분석연구를 실시하 다.

  통증감소를 한 아로마테라피 용 논문 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염 환자(16-20), 월경곤란증 상

자(21-23), 뇌졸  환자(24-26) 등 다양한 상자에게 통

증감소를 한 아로마테라피를 용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아로마테라피를 용하여 통증완화

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연구결과가 축 되어있는데

도 불구하고 이에 한 체계  분석연구나 메타분석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통증과 아로마테라피 연구를 체계

으로 분석하여 련 연구동향을 악하고 아로마테

라피 재방법에 따른 통증 감소 효과를 종합 으로 분

석함으로써, 향후 아로마테라피 재연구의 방향을 제

시하고, 상자의 통증에 따라 하게 용할 수 있

는 아로마테라피 재 개발의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학 논문과 학술논문 

에서 아로마테라피가 통증에 미치는 효과에 한 논문

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악하고 향후 통증완화를 

한 아로마테라피 재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통증감소 재법으로 아로마테라피를 용한 논문

의 연구동향  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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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증감소 재법으로 아로마테라피를 용 논문에 

사용된 에센셜 오일의 종류, 사용빈도, 통증 부 , 용

방법, 1회 평균 용 시간  총 용 횟수를 분석한다.

  3) 아로마 에션셀 오일 용방법에 따른 통증 감소 효

과를 분석한다.

상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발표된 학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에서 아로마테라피가 통증에 미치는 효과에 한 논

문을 분석한 체계  논문분석연구(systematic review)이다.

2. 연구 상 논문 선정

  2009년 12월 말까지 국내 발표된 학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에 통증 리를 해 사람을 상으로 아로

마테라피를 재방법으로 용한 실험연구 44편을 분

석 상논문으로 하 다.

  자료수집을 해 연구자 5인은 2010년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도서 , KISS, 

KoreaMed,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등의 사이트에

서 국내에서 출 된 연구논문을 검색하 다. 검색에 사

용한 키워드로는 “아로마, 아로마테라피, 향요법, 향기

요법, 향기치료, 아로마요법과 통증, pain, 두통, 견갑통, 

견통, 회음부 불편감, 통각, 분만진통, 상지통증, 생리통, 

월경통, 동통, 분만동통, 월경곤란증”이다. 그 결과 총 

79편(학 논문 33편과 학술지 게재논문 46편)이 검색되

었고, 이  학술지에 게재된 학 논문이 26편, 동물을 

상으로 한 논문 2편, 원본 검색 불가 3편, 키워드는 

통증이지만 종속변수가 통증이 아닌 논문 1편,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지 않은 논문 2편(쑥향 사용)을 제

외하여 최종분석 논문은 44편이었다.

3. 연구 상 논문의 분석 기

  본 연구 분석에 선정된 논문에서 사용한 기 을 근거

로 하여 4회의 검토를 통해 총 4개의 분석기 을 완성

하 으며, 그 기 은 아래와 같다.

  1) 발표연도, 게재지  공분야: 논문의 발표연도는 1

년 단 로 구분하 고, 발표유형은 석ㆍ박사학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으로 구분하 으며, 공분야 구분은 

간호학, 체의학, 보건학, 의학, 미용학 등으로 하 다.

  2) 연구설계와 상자의 특성: 연구설계 구분은 유사실

험연구(비동등성 조군 후설계  후시차설계), 원

시실험연구  순수실험연구로, 상자는 건강인(산모, 

간호사, 학생, 검진을 한 장 내시경 상자, 월경통)

과 질환군(두통, 염, 뇌졸  환자, 암환자 등)으로 

구분하 다. 그 밖에 표본 크기, 표본 집단 수, 통증 호

소부  등을 구분하여 분석하 다.

  3) 아로마테라피 용 방법: 사용한 에센셜 오일의 개

수와 종류를 분석하 고, 용방법에 따라 마사지, 흡

입, 마사지와 흡입 병행, 좌욕, 도포와 음  병행, 도

포와 흡입 병행, 도포, 마사지와 온열요법 병행, 아로마 

냉습포, 아로마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한 용 

방법에 따른 1회 평균 용 시간, 총 용 횟수를 분석

하 다.

  4) 종속변수 측정도구: 연구 상 논문에서 사용된 도구

는 VAS, 설문지, GRS  찰 등의 주  측정도구와 

진통제 사용량, Algometer, 생리  지표 등의 객  측

정도구로 구분하 다.

  5) 아로마테라피 용에 따른 효과 유무: 아로마테라피 

용에 따른 효과의 유무에 해서는 각 연구논문에서 

제시한 P값으로 분석하 다.

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을 하여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 다.

결      과

1. 연구 상논문의 제 특성

  연구 상논문 44편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03년

까지는 학술지 게재 3편, 학 논문 7편으로 나타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학술지 게재 13편, 학 논문 

5편이 발표되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학술지 

게재 9편, 학 논문 7편으로 나타났다(Table 1).

  사용된 연구설계를 살펴보면, 유사실험설계 37편

(84.1%), 원시실험설계 4편(9.1%), 순수실험설계는 3편

(6.8%)이었다. 학문분야에는 간호학분야 22편(50%), 

체의학 6편(13.6%), 의학 4편(9.1%)이었다. 표본 크기는 

40명 이상이 33편(75.0%), 30∼39명이 5편(11.4%)이었으

며, 표본집단 수는 두 집단이 32편(72.7%), 세 집단 7편

(15.9%), 단일집단 3편(6.8%)이었다. 한 질환자 상 

논문은 26편(59.1%), 건강인 상 논문은 18편(40.9%)이

었다. 질환자의 경우 만성 두통환자, 퇴행성  류마티

스성 염환자, 견  통증환자, 뇌졸  환자, 수술 

환자, 암환자, 만성 요통환자  성 통증 환자 등을, 

건강인은 월경통을 호소하는 여 생, 간호사, 산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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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Trends of Pain-related Aromatherapy (N=44).

Year
Publication status, N (%)

Journals Thesis Total

2001  2 (4.5)  0 (0.0)  2 (4.5)
2002  0 (0.0)  1 (2.3)  1 (2.3)
2003  1 (2.3)  6 (13.6)  7 (15.9)
2004  6 (13.6)  2 (4.5)  8 (18.2)
2005  4 (9.1)  2 (4.5)  6 (13.6)
2006  3 (6.8)  1 (2.3)  4 (9.1)
2007  0 (0.0)  3 (6.8)  3 (6.8)
2008  7 (15.9)  1 (2.3)  8 (18.2)
2009  2 (4.5)  3 (6.8)  5 (11.4)

Total 25 (56.8) 19 (43.2) 44 (10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Articles Analyzed in the Study (N=44).

Variables Categories N %

Research design Quasi-experimental design 37 84.1
Pre-experimental design  4  9.1
True experimental design  3  6.8

Academic discipline Nursing 22 50.0
Alternative medicine  6 13.6
Medicine  4  9.1
Health  3  6.8
Cosmetology  3  6.8
Others  6 13.6

Sample size of group 20＞  2  4.5
20∼29  4  9.1
30∼39  5 11.4
40≤ 33 75.0

Group One  3  6.8
Two 32 72.7
Three  7 15.9
Four  2  4.5

Sample Patient 26 59.1
Normal population 18 40.9

Table 3. Essential Oil and Characteristics of Pain (N=44).

Variables Categories N %

Number of blended 1 type   6  13.6
 essential oil 2 types   4   9.1

3 types  13  29.6
4 types  14  31.8
More than 5 types   5  11.4
No mention   2   4.5

Type of essential oil Lavender  32  23.3 
Roman chamomile  11   8.0 
Rosemary  11   8.0 
Clarysage  11   8.0 
Rose otto   9   6.6 
Peppermint   8   5.8 
Marjoram   7   5.1 
Bergamot   7   5.1 
Geranium   6   4.4 
Ginger   5   3.6 
Juniper berry   5   3.6 
Lemon   3   2.2 
Neroli   2   1.5 
Frankincense   2   1.5 
Jasmine   2   1.5 
Tea tree   2   1.5 
Sandalwood   2   1.5 
Cypress   2   1.5 
Others*  10   7.3 
Total 137 100.0

Area of pain Menstrual pain (dysmenorrhea)  11  25.0
Headache   6  13.6
Arthritic pain   6  13.6
Neck-shoulder pain   4  11.4
Labor pain   4  11.4
Perineal discomfort   3   6.8
Poststroke pain   3   6.8
Postoperative pain   2   4.5
Cancer pain   2   4.5
Pain according to test   1   2.3
Acute pain   1   2.3
Lower back pain   1   2.3

Pain measurement VAS  33  52.3
 tools Questionnaire  17  27.0

GRS   3   4.8
Observation   1   1.6
Consumption of analgesics   4   6.3
Algometer   3   4.8
Physiological indexes†   2   3.2

*Others: Eucalyptus, German chamomile, Rosemary camphor, Myrrh, 
Rose absolute, Grapefruit, Orange, Ylang ylang, Basil, Fennel, 
Lavender mixed oil. 

†Physiological indexes: Blood pressure, Pulse.

포함한다(Table 2).

2. 에센셜 오일과 통증 특성

  통증 리를 해 사용한 에센셜 오일 종류로 4종류의 

에센셜 오일을 블랜딩한 경우가 14편(31.8%), 3종류 13

편(29.6%), 1개 에센셜 오일을 단독 사용한 경우가 6편

(13.6%), 사용 에센셜 오일의 종류를 언 하지 않은 경

우 2편(4.5%)이었다. 사용한 에센셜 오일로는 라벤더 32

회(23.3%), 로만카모마일, 로즈마리, 클라리세이지가 각 

11회(8.0%)씩 사용되었다.

  연구 상자들이 호소하는 통증은 월경통 11편(25.0%), 

두통과 통 각 6편(13.6%), 경견부 통증과 분만통 각 

4편(11.4%), 회음부 불편감과 뇌졸 후 통증 각 3편(6.8%)

이었다. 그 외 수술 후 통증, 암통증, 검사 련 통증과 

성통증  요통이 있었다. 사용한 통증측정도구로는 

VAS, GRS, 설문지  찰법이 체의 85.7%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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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pplication Frequency, Average Time, and Total Number of Aromatherapy (N=44).

N (%) The average time for an application (min.) The total number of application (N)

Massage 22 (50.0)  12.63 12.58 
Inhalation  6 (13.6)  17.50  7.00 
Massage＋inhalation  6 (13.6) 153.00 28.50 
Sitz bath  3 (6.8)   8.33 16.00 
Application＋ultrasound  2 (4.5)   7.50 38.00 
Application  1 (2.3)  10.00 20.00 
Application＋inhalation  1 (2.3)   5.00 Unverified
Massage＋heat application  1 (2.3)  40.00 12.00 
Aroma cold application  1 (2.3)  20.00 Unverified
Aroma acupuncture  1 (2.3) Unverified 16.00 

Total 44 (100.0)  33.00 15.83 

If they applied continuously throughout the study period, we except application time and number of aromatherapy.

고, 진통제 사용량, Algometer, 압과 맥박을 이용한 

통증 측정은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아로마테라피 용방법

  통증 감소를 한 아로마테라피 용방법으로 마사

지 22편(50.0%), 흡입법과 마사지/흡입법 병행이 각 6편

(13.6%)이었다. 기타 재방법으로 좌욕, 도포, 도포/

음  병행, 도포/흡입법 병행, 아로마 냉습포, 아로마침 

등이 있었다. 1회 평균 용시간은 마사지 12.63분, 흡

입법 153분이었고, 용횟수는 마사지 12.58회, 흡입법 

28.5회 다. 마사지/흡입 병행의 경우에는 용 시간 

153.00분, 용 횟수는 28.50회 다(Table 4).

4. 에센셜 오일 종류, 용방법  효과

  먼  월경통 감소를 해 아로마테라피를 용한 논

문은 총 11편이었으며 클라리세이지 6편, 로즈오토와 

라벤더 각 5편에서 사용되었다. 마사지를 용한 연구

논문은 총 7편이었는데, 이  5편은 통증 감소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편은 부분  효과, 1편은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법을 용한 논문 2편

에서의 통증감소 효과는 부분  효과 있음과 효과없음

으로 나타났고, 도포 논문 1편과 마사지/흡입 병행 논문 

1편에서는 통증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통에 아로마테라피를 용한 논문 총 11편  5편

은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2편은 부분  효

과, 4편은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통 감소를 해 아로마테라피를 용한 논문은 6편

으로, 이들 논문에서 사용한 에센셜 오일은 로즈마리(4

편), 라벤더(3편), 페퍼민트(2편), 기타 바질, 몬, 로만카

모마일 등(각 1편)이 이용되었다. 재방법으로 흡입법 

용 논문 2편, 마사지, 마사지/흡입 병행, 도포/흡입 병

행, 아로마침 용 논문 각 1편이었다. 5편의 논문에서 

두통 경감에 효과 인 것으로, 1편의 논문에서는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통 완화 효과 검증을 한 논문은 6편이었으며, 

라벤더 5편, 진  3편, 로즈마리, 로만카모마일, 주니퍼

베리 각 2편에서 사용되었다. 용 방법은 마사지법 5

편, 마사지/온열요법 병행 1편이었고, 6편 모두에서 통

증경감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견부통증 감소를 해 아로마테라피를 용한 논

문은 4편으로, 라벤더가 3편에서 사용되었다. 용 방법

은 도포/ 음  병행 2편, 마사지 1편, 마사지/흡입 병행 

1편이었으며, 마사지를 용한 논문 1편에서만 경견부 

통증 경감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편의 

논문에서는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통증 감소를 해 아로마테라피를 용한 논문

은 4편이었으며, 클라리세이지 2편, 라벤더 2편으로 나

타났다. 용 방법은 마사지/흡입 병행 2편, 마사지 1편, 

흡입 1편이었으며, 효과 있음 1편, 부분  효과 2편, 효

과 없음 1편으로 나타났다.

  회음부 불편감 감소를 해 아로마테라피를 용한 

논문은 3편이었고, 라벤더 사용 논문이 2편이었으며, 

용 방법은 3편 모두 좌욕이었다. 효과분석에서 1편은 

효과 있음, 2편은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 후 통증 감소를 해 아로마테라피를 용한 

논문은 3편이었으며, 라벤더가 3편에 다 이용되었고, 마

사지 2편, 마사지/흡입 병행 1편으로 나타났다. 재 효

과는 2편에서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고, 1편에서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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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ssential Oil, Application Method, and Effect on the Type of Pain.

Pain subcategories (N) Essential oil (N) Application method (N)

Effect, N (%)

Positive 
effect

Partial 
positive effect

No 
effect

Menstrual pain (11) Clarysage, Rose otto, Lavender (1) Massage (7)  5  1 1
 (dysmenorrhea) Clarysage, Rose otto, Lavender, Geranium (1) Inhalation (2)  1 1

Clarysage, Rose otto, Lavender, Marjoram (1) Application (1) 1
Clarysage, Rose otto, Cypress, Roman chamomile, Massage＋inhalation (1) 1
 Juniper berry, Ginger (1)
Clarysage, Rose otto, Rose absolute, Geranium, ginger (1)
Clarysage, Marjoram, Roman chamomile (1)
Lavender, Geranium (1)
Lavender (2)
Marjoram, Sweet orange, Roman chamomile, Rosemary (1)
Fenne l (1)

Subtotal 11  5  2 4

Headache (6) Rosemary, Lavender (1) Massage (1)  1
Rosemary, Lavender, Rose otto, Basil (1) Inhalation (2)  2
Rosemary, Peppermint, Roman chamomile (2) Massage＋inhalation (1)  1
Rosemary, Peppermint, Lemon (1) Application＋inhalation (1)  1
Lavender (1) Aroma acupuncture (1)  1

Subtotal  6  5  1

Arthritic pain (6) Lavender, Ginger, Roman chamomile, Juniper berry (1) Massage (5)  5
Lavender, Ginger, Roman chamomile (1) Massage+heat application (1)  1
Lavender, Ginger, Marjoram, Clarysage (1) 
Lavender, Rosemary, Juniper berry, Peppermint (1) 
Lavender, Rosemary, Peppermint, Marjoram, Eucalyptus (1) 
No mention (1) 

Subtotal  6  6

Neck-shoulder Lavender, Marjoram, Roman chamomile (2) Massage (1)  1
 pain (4) Lavender, Rosemary, Juniper berry, Peppermint (1) Massage＋inhalation (1)  1

Lavender, Bergamot, Clarysage (1) Application＋ultrasound (2)  2

Subtotal  4  1  3

Labor pain (4) Clarysage, Geranium, Rose otto, Jasmine (2) Massage (1)  1
Clarysage, Lavender, Bergamot, Lemon, Cypress, Inhalation (1)  1
 Ylang ylang (1)
Lavender mixed oil (1) Massage＋inhalation (2)  1 1

Subtotal  4  1  2 1

Perineal Lavender, Bergamot, Tea tree, Sandalwood (2) Sitz bath (3)  1  2
 discomfort (3) Lavender, Myrrh, Roman chamomile, Neroli, Rose otto,

 Grapefruit (1)

Subtotal  3  1  2

Poststroke pain (3) Lavender (1) Massage (2)  1  1
Lavender, Geranium, Lemon (1) Massage＋inhalation (1)  1
Lavender, Juniper berry, Rosemary, Peppermint (1)

Subtotal  3  2  1

Total 37 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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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통증은 각이나 압각과 같은 일반 감각과는 달리 감

각  요소 외에 정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통증의 

지각정도는 통증의 의미나 상황과 같은 주 인 요소

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이를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 

통증정도는 다르게 느끼게 된다(27). 약물요법은 통증완

화를 해 가장 우선 인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

근 통증완화를 해 피부자극이나 경피  기신경자

극, 온ㆍ냉요법, 침술, 지압  아로마테라피와 같은 비

약물 요법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그  아로마테라

피는 통증조 을 해 약물치료를 신하여 발  가능

한 보완 체요법의 하나로, 통증경감 효과 입증을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통증경감을 한 

아로마테라피 용논문 44편을 분석하여 그 효과 여부

를 확인하고자 하 다. 먼  연구를 수행한 학문분야를 

살펴보면 간호학 분야를 비롯한 체의학, 의학, 보건학 

 미용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특

히 간호학분야에서 통증경감을 한 아로마테라피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간호계가 통증완화를 해 활

용 가능한 간호 재를 찾으려는 노력과 보완 체요법 

연구를 통해 실무에 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  84.1%가 유사실험설계방

법을 사용하 고, 순수실험설계를 사용한 연구는 6.8%

에 불과하 다. 2008년까지 발표된 치매환자에게 아로

마테라피를 용한 연구들을 분석한 Thorgrimsen 등(28)

의 연구에서도 순수실험설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로마테라피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순수실험설계를 

이용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향후 아로마테라피가 통증감소에 효과 인 

재법임을 입증하고, 발 시키기 해서는 이 맹검 순

수실험연구를 시행하여 아로마테라피의 효과에 한 과

학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통증경감을 한 아로마테라피 용논문에서 질환자

를 상으로 한 논문이 59.1%로 건강인을 상으로 한 

논문 40.9%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아로마테라피가 스

트 스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를 분석한 Kim과 

Suh(14)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건강인보다 질환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나, 스트 스의 경우 건강인과 질환자 모두

가 호소할 수 있는 증상으로 그 용범 가 넓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연구 상논문에서 사용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

을 살펴보면, 3∼4가지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블랜딩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단일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경

우보다 많았다. 이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

는 특유의 성질로 인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각각

의 오일을 블랜딩할 경우 시 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는 근거(29)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에서 사용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종류는 총 28종

으로 다양하 다. 그  라벤더의 사용빈도가 2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로만카모마일, 로즈마리, 클라리

세이지, 로즈오토, 페퍼민트, 마조람, 버가못, 제라늄, 진

, 주니퍼베리 순으로 나타났다.

  라벤더오일은 에스테르 계열인 linalyl acetate, 알코올 

계열인 linalool과 geraniol을 주성분으로 하여, 진정ㆍ이

완효과가 있어 불안, 우울, 불면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

경ㆍ진통 작용이 강하여 근육통, 월경통  분만통 등 

여러 종류의 통증완화 목 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 

인체에 유해작용이 거의 없고 여러 개의 에센셜 오일을 

블랜딩할 때 향을 화하는 작용을 하므로 쉽고 안 하

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29,30). 이러한 라벤더

의 특성으로 근골격계 통증, 분만통, 월경통과 같은 증

상을 완화하기 해 라벤더오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

은데, 본 연구에서도 월경통, 두통, 분만통  회음부 불

편감, 통 완화를 해 라벤더오일을 사용한 연구가 

많았다.

  클라리세이지의 경우 에스테르 계열의 linalyl acetate와 

알코올 계열의 linalool이 주성분으로 진정, 진경작용, 기

분 상승  긴장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항경련작용

과 불안 완화작용이 강하고, 특히 자궁 친화 이어서 

생리 증후군이나 생리통, 생리주기조   폐경기증후

군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9,30). 따라서 클라

리세이지의 경우 월경통이나 분만통 완화 목 으로 사

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에서 

월경통에 사용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블랜딩 종류 10

개  6개에 클라리세이지가 이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분석된 논문에서 통증의 종류는 월경통(11편), 두통(6

편), 통(6편), 경경부 통증(4편), 분만통(4편), 회음부 

불편감(3편), 뇌졸  후 통증(3편)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분석 결과 건강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월경

통, 분만통, 회음부 불편감 등을 완화하기 한 연구가, 

그리고 질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두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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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경부 통증, 뇌졸 후 통증 등을 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

인 통증의 측정도구를 보면 주로 상의 주 인 호소

에 의한 VAS (52.3%), 설문지(17%), GRS (4.8%)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이나 맥박, Algometer 

등과 같은 객 인 측정변수를 사용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 다. 이는 통증의 주 성으로 인해 통증을 환자

가 말한 그 로 믿어주라는 통증 리의 기본원칙(1)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논문 분석 결과 아로마테라피는 통증감소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로마테라피 용방법과 통증

의 종류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었다. 먼  용방법에 

따른 효과 차이를 살펴보면, 분석논문  50%가 마사지

법을 사용하 고, 월경통 련 논문 총 11편  7편이 

마사지를 용하 으며, 이  5편이 통증완화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통의 경우 6편의 논문

이 모두 마사지법을 이용하 고 6편 모두 통증완화

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사지는 피부질환

이나 내부 장기질환에 많이 용되는 방법으로(31), 근

골격계 질환, 월경통  분만통 완화 효과를 얻기 해

서 용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 

마사지는 에센셜 오일이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효과를 발휘하게 하고, 피부와 호흡기 을 통해 류로 

흡수되면 호르몬, 효소들과 화학 으로 반응할 뿐만 아

니라 마사지의 이 가져오는 심리 , 신체  이완의 

효과를 극 화하게 되므로(32) 통증 리에 효과 이라

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통증의 종류와 아로마테라피 용방법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월경통, 분만통의 경우 효과 “있

음”과 “없음”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이  월경통

의 경우 마사지를 용한 7편의 연구  5편은 통증완

화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고, 흡입법을 이용한 통증

완화법은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1편,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 1편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월

경통 완화를 한 아로마테라피 용은 흡입법보다 마

사지법이 더 효과 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 분만통의 경우 마사지법 용논문 1편으로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고, 마사지와 흡입법을 병행

하여 용한 논문이 2편으로 이  부분  효과가 있었

다는 연구가 1편,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가 1편이었는데, 

이는 출산에 아로마테라피를 용한 연구에서 진통효

과가 있었다고 한 경우가 534명의 산부  단지 9명만

이 진통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Burns과 Blamey(33)의 

연구결과, 19명의 산부  18명이 진통제를 사용한 

Reed과 Norfolk(3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

를 볼 때 분만 진통에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만으로

는 분만 진통을 조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흡입법을 이용한 통증완화를 한 아로마테라피는 

본 연구 분석 논문의 44편  6편이 사용하 고, 흡입법

과 마사지법을 병행한 연구도 6편이었다. 아로마테라피

의 용방법  가장 편하고 쉽게 용할 수 있는 흡입

법은 코로 향을 들이마심으로써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이는 두통, 편두통, 호흡기 감염, 부비강염, 천식  감

기에 특히 효과 이다. 흡입을 통해 코로 흡수된 아로

마 에센셜 오일 입자는 비강 천정에 분포되어 있는 섬

모를 통해 후각 신경세포에 달된 후, 후각 신경세포

의 수용체들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 입자와 하게 되

어 뇌의 변연계를 통해 직  두뇌에 달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뇌로 달된 메시지는 정신  신체에 

치료 인 향을 미치게 된다. 후각신경을 통해 뇌 

변연계까지 달된 아로마 에센셜 오일 입자는 인간의 

감정과 생리 기능을 장하는 추신경계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어 정신기능, 성기능, 기억장치, 학습

능력, 좌우 뇌의 통합기능 등에 효과를 발휘하며 자율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를 조 , 신체  질병과 증상

에 치료  향을 주게 된다. 한 흡입을 통해 폐로 흡

수된 아로마 에센셜 오일 분자는 액순환을 통해 몸의 

각 부분으로 빠르게 달되어 모세 을 거쳐 세포 내

로까지 확산되게 된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 분자는 이 

과정에서 특별히 친화력이 있는 기 , 혹은 몸 체에 

반 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30).

  본 연구에서 두통의 경우 흡입법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는 2편이었으며, 다른 용법과 병행하여 연구한 

논문은 2편이었는데, 이들 모두 두통완화에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통완화를 해 사용된 아로마 에센

셜 오일  로즈마리는 6편의 논문  5편에서 이용되

었으며, 페퍼민트와 라벤더는 각각 2편에서 이용되었다. 

두 가지 이상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블랜딩하여 사용

한 연구에서는 모두 두통 완화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

났으나, 라벤더 오일을 단독으로 사용한 1편의 연구에

서는 부분  효과가 있었다. 이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 두 가지 이상의 오일을 

블랜딩하여 사용할 때 시 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근거(29)를 뒷받침 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분석 상 논문을 보면, 같은 증상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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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다른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

았고, 재 시간  횟수도 무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

라서 추후 아로마테라피 재 로그램을 개발할 때 

재방법 종류별로 효과 인 재 시간과 횟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자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 향에 

한 선호도와 치료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보더라

도 아로마테라피의 통증완화 효과에 한 근거를 확립

하기 해 추후 연구에서는 통증 종류별로 표 화된 오

일 블랜딩, 용방법, 용시간, 측정도구를 용함으로

써 정확한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목 : 아로마테라피가 통증에 미치는 효과에 한 국

내 실험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악하고 향후 통

증감소를 한 아로마테라피 재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2009년 12월 말까지 국내에서 출 된 논문  

‘아로마, 아로마테라피, 향요법, 향기요법, 향기치료, 아

로마요법과 통증, pain, 두통, 견갑통, 견통, 회음부 불편

감, 통각, 분만진통, 상지통증, 생리통, 월경통, 동통, 분

만동통, 월경곤란증’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국회도서 , KISS, KoreaMed, 국가과학기술

정보센터(NDSL) 등의 사이트에서 검색된 논문  사람

을 상으로 한 실험연구 44편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기 에 따라 정리하여, 빈도 

 백분율로 자료를 분석하 다.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에서는 3∼4종류의 오

일을 블랜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라벤더, 로만카모마

일, 로즈마리, 클라리세이지 등의 오일을 가장 많이 사

용하 다. 용방법으로는 마사지 22편(50.0%), 흡입, 마

사지와 흡입을 병행한 연구가 각 6편(13.6%)이었다. 사

용된 측정도구는 VAS, 설문지, GRS, 찰 등과 같은 주

인 측정도구가 85.7%를 차지하 다. 효과 분석 결

과, 두통과 통 경감에는 아로마테라피가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경통, 분만통, 회음부 불편감  

월경통의 경우 효과가 “있음”과 “없음”이 비슷한 빈도

로 분석되었다.

  결론: 아로마테라피는 통증 감소에 효과 이었으나 

통증 종류와 용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추후 연

구에서는 아로마테라피의 통증완화 효과에 한 근거

를 확립하기 해 이 맹검 순수실험연구를 시행할 필

요가 있고, 생리  측정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통

증감소 재방법에 한 과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통증 종류에 따라 오일 블랜딩, 용방

법, 용시간  측정도구를 표 화하여 용함으로써 

아로마테라피의 정확한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심단어: 아로마테라피, 통증, 체계  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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