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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로마테라피로 알려진 향기요법은 19세기 과학 인 근거로 천연오일을 의학 으로 사용하면서 체

계 인 근간을 이루게 된 체요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향기요법의 이론  배경을 기반으로 기 지에 

효과 인 유칼립투스 천연오일의 발향을 통해 음성기 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특히, 기 지와 련된 음성분석 요소인 성  진동의 변화율과 진폭의 규칙성을 측정, 분석하여 유칼

립투스 천연오일의 발향에 따른 기 지 기능의 효과성을 객 으로 입증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1. 서론

체의학은 의학의 주류인 서양의학을 정통의학으

로 간주했을 때, 그 정통의학의 반 되는 개념인 보완의

학, 비 통의학, 제3의학, 인의학, 자연의학이라고도 불

린다. 우리 주 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민간요법, 한의학, 

건강식품, 기공, 요가, 단식요법, 척추요법 등이 모두 체

의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국립보건

원(NIH)에 분류된 향기요법 혹은 아로마테라피

(Aromatherapy)를 배경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향

기요법(Aromatherapy)은 이집트, 그리스, 국, 인도 등의 

고 문명에서도 사용되었던 의학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6

세기에 천연오일의 증류법에 한 많은 책들이 술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특히 19세기 과학 인 근거로 

천연오일을 의학 으로 사용하여 체계 인 치료방법에 따

라 오늘날의 향기요법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향기요법을 배경으로 기 지에 

효과 인 유칼립투스 천연오일을 사용하여 유칼립투스 향

을 흡입하기 과 후의 음성을 수집  음성학  분석 요

소를 용하여 성  진동의 변화율과 규칙성 등 음성 공

학  수치를 객 화하는 것에 목 을 두고 음성기 의 변

화 정도를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2. 향기요법(Aromatherapy)

향기요법은 허 에서 추출한 휘발성 정유로 심신을 건

강하게 하는 요법을 말한다. 아로마는 좋은 향기, 즉 몸에 

이로운 향기를 뜻하며, 테라피는 치료법이라는 뜻이다. 향

기요법의 원리는 코를 통해 향을 뇌에 달함으로써 정신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향기요법에서 제시하는 

치료법은 10여개 이상으로서 그 방법이 다양하여 일상생

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발향법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발향법은 발향기를 

이용하여 천연 오일의 향이 실내에 확산되게 하는 방법으

로 일상 으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2].

유칼립투스는 호주의 표 인 나무이여 코알라의 먹이

로 유명하며 치료 작용으로 천식, 비염, 감기, 거담작용으

로 효과가 높아 많은 기 지의 질환환자들이 애용하고 있

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 유칼립투스 화학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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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칼립투스 천연오일 증류 과정

(그림 3) 연구 진행 과정도

유칼립투스의 화학 구성성분은 1.8-시네올 성분이 16%

이며 1.8-시네올은 옥사이드 성분  하나로서 거담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증기 증류법으로 재정류 

과정을 통하여 원액추출을 함으로써 천연오일의 살균력을 

높인다. 유칼립투스의 천연오일 추출은 수증기 증류법으로 

증류한 후 재정류 과정을 통하여 유칼립투스 천연 오일을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 지에 효능 

있는 유칼립투스 천연 오일을 이용하여 음성기 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3. 실험  고찰

본 논문에서는 향기요법에서 유칼립투스 발향법에 따른 

음성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 음성분석학  기술의 요소 

 Jitter, Shimmer, intensity를 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Jitter란 단 시간 안의 발음에서 성 의 진동의 변

화를 나타내 다. 정상 인 음성에서는 변화율이 고 성

의 결 이나 암 세포가 있는 경우에는 변화율이 크기 

때문에 이 성분 요소를 성 의 질병 여부 단하는데 자

주 사용이 된다. Shimmer는 음성 형에서 각 시 의 진

폭 값의 변화가 얼마나 규칙 인지를 나타내 다. 이에 후

두암과 같은 환자의 경우 성 의 진동이 불규칙 이게 되

면 이에 따라 각 시 의 진폭 값도 일정하지 않게 되므로 

각시간 의 진폭 값을 제곱하여 제곱근을 구하여 분석한

다. Intensity는 각 지 의 진폭 값에서 나오는 음성의 강

도이다. 즉 소리의 강약을 나타내는 강도라 할 수 있다[3].

본 논문에서의 실험은 유칼립투스의 발향에 따른 음성

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 음성분석학  요소를 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으며 연구에 필요한 피실험자들의 음성자

료를 수집하기 하여 SONY사의 ICD-SX750녹음기를 사

용하여 10cm의 동일한 거리에서 음성자료를 수집하여 실

험을 진행하 다. 음성자료를 실험 데이터로 추출하기 

해 음성분석 로그램인 Praat를 이용하 으며 피 실험자

는 총 20명이며 실험  변칙이 생기지 않도록 약물복용 

 신체질환  성 의 질환이 없으며 건강한 20 의 남

성과 여성으로 피실험자 집단을 구성하 다. 음성자료의 

과 후의 공평성을 하여 소음이 없는 빈 강의실을 이

용하 으며 ×  크기의 천연오일 용 램 를 사

용하여 ×  면 의 빈 강의실에서 30분 동안 유칼립

투스 오일을 발향 하 다. 음성을 녹취하기 해 “축사 속 

사자 좀 치자” 라는 문장을 사용하여   음성을 녹취하

여 30분간 유칼립투스 오일을 발향한 후 동일한 문장으로 

음성을 녹취  수집하여 음성분석을 실시하 다.

구분 Jitter(%) Shimmer(dB) Intensity

M01
1.611 1.071 74.376

후 2.120 1.05 75.596

M02
2.355 1.496 74.702

후 2.178 1.115 75.642

M03
2.022 1.203 73.021

후 1.525 1.051 73.823

M04
1.925 1.237 72.923

후 1.836 1.173 73.099

M05
3.420 1.443 74.016

후 1.960 1.151 74.873

M06
2.247 1.352 74.495

후 1.864 1.211 75.647

M07
1.925 1.194 73.871

후 1.743 0.852 75.311

M08
2.058 1.279 74.284

후 1.640 1.160 75.692

M09
1.588 1.324 72.326

후 1.187 1.185 74.521

M10
1.633 1.256 73.557

후 1.475 1.214 75.589

<표 1> 유칼립투스 발향에 따른 남성 음성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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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Jitter(%) Shimmer(dB) Intensity

L01
2.927 1.153 74.085

후 1.941 1.046 74.750

L02
2.417 0.997 74.391

후 1.690 0.992 75.116

L03
2.684 1.000 74.190

후 2.937 0.931 74.502

L04
3.997 1.406 76.082

후 1.873 1.126 76.366

L05
2.683 1.270 74.356

후 2.262 0.839 74.896

L06
2.853 1.262 74.259

후 2.147 0.984 75.420

L07
2.533 1.424 74.734

후 1.934 1.126 75.562

L08
1.966 1.532 73.250

후 1.828 1.235 74.652

L09
2.178 1.426 73.250

후 1.163 1.362 74.640

L10
1.971 1.584 74.278

후 0.637 1.174 76.387

<표 2> 유칼립투스 발향에 따른 여성 음성분석표

의 표는 유칼립투스 발향에 따른 실험자들의 결과 값

이며 음성분석 요소  성  진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Jitter값과 성  진동 변화율의 규칙성을 나타내는 

Shimmer, 음성의 강도를 나타내는 Intensity를 용하여 

음성분석을 실시하 다. 음성분석 결과 Jitter의 경우 남성 

실험자 1명, 여성 1명을 제외한 모든 실험자의 수치값이 

감소하 으며, Shimmer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 

Intensity는 실험자 원의 수치 값이 상승하 다. Jitter와 

Shimmer의 감소와 Intensity의 상승은 음성분석학 으로 

성 진동의 변화율과 진폭값의 규칙성이 감소하고 음성의 

세기가 강해짐으로써 안정 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남성 Jitter 분석 결과 그래

(그림 5) 남성 Shimmer 분석 결과 그래

(그림 6) 남성 Intensity 분석 결과 그래

의 (그림 4)에서 (그림 6)은 남성 피실험자 집단에 

한 Jitter, Shimmer  Intensity 분석 결과에 한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남성의 경우 Jitter는 M01실험자를 제외한 모든 남성의 

수치가 감소하 고, Shimmer는 남성 실험자 원이 감소

하 으며, Intensity는 남성 실험자 모두 수치가 상승하는 

결과를 보 다. 이것은 표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Jitter와 

Shimmer의 감소는 성  진동의 변화율과 진폭의 값이 감

소하여 성  진동의 변화율과 진폭의 값이 규칙 으로 변

화하여 성 가 차 안정 으로 변화하 다는 것으로 해

석되며, Intensity의 경구 음성의 강도를 나타내므로 음성

의 세기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 여성 Jitter 분석 결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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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여성 Shimmer 분석 결과 그래

(그림 9) 여성 Intensity 분석 결과 그래

한, 의 (그림 7)에서 (그림 9)는 여성 피실험자 집

단에 한 Jitter, Shimmer  Intensity 분석 결과에 한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여성의 경우, Jitter는 L03 실험자를 제외한 모든 여성 

실험자의 수치가 감소하 고, Shimmer는 실험자 원이 

감소하 으며, Intensity는 실험자 모두 수치가 상승하 다

는 것을 그래 로 쉽게 단할 수 있다. 이것은 표의 설명

과 마찬가지로 Jitter와 Shimmer의 감소는 성  진동의 

변화율과 진폭의 값이 감소하여 성  진동의 변화율과 진

폭의 값이 규칙 으로 변화하여 성 가 차 안정 으로 

변화하 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Intensity의 경구 음성의 

강도를 나타내므로 음성의 세기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향기요법이란 허 에서 추출한 휘발성 정유로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치료법을 말하며 흔히 아로마테라피

(Aromatherapy)라고 칭해지고 있다. 향기요법은 코를 통

해 향을 뇌에 달함으로서 정신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시 가 되었는데 오늘 날에 들어서 많은 의학의 

발   허 의 천연오일의 종이 증가됨에 따라 정신  

치료뿐만 아니라 진통성, 신경계, 호흡계, 면역계, 비뇨기

계의 계열에서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임으로써 많은 사

람에게 알려졌다. 

본 논문에서는 향기요법을 기반으로 기 지에 효능이 

있는 유칼립투스 천연오일을 사용하여 실험자의 음성에 

어떤 향이 있는지에 해 음성공학 인 기술을 용하

여 연구를 수행하 다. 실험 결과 남성과 여성 각각 10명 

 99%가 유칼립투스에 좋은 효과를 보 다. 음성공학

의 성격으로 성  진동의 변화율, 성  각 진폭값의 규칙

성이 감소함으로써 안정 으로 변화하며 음성의 세기가 

강해지는 결과값을 보 다. 향후 기존 자료와 더 많은 임

상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신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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