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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lifestyle of modern people and the awareness, knowledge, and use status of

medicinal plants for pain relief according to body par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00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60s or less

in Seoul and Gyeonggi-do. Data analysis was performed by calculating and analyzing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α using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21.0 version, and cross-analysis and t-test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study,

interest and preference for medicinal plants with pain relief effects were high, but awareness that medicinal plants are effective for pain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In addition, it was studied that products using medicinal plants did not have various purchase paths and

lacked product diversit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has a meaning as a study in a positive aspect that is contrary to the previous

researchers on the perception of the use of medicinal pla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beauty industry and the product industry using medicinal plants if products that help relieve pain are developed using medicinal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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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 의학발달 및 과학기술의 발달은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평균 수명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2015년 우리

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1.4세로 1970년 대비 22년이 증가

하였고, 기대수명 역시 2016년 7월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남성

은 78세, 여성은 84.6세로 발표되었다.

경제성장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삶의 질과 수명은

향상되었지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은 증가하고 있다. 블랙킨과 시트

(Brekken & Sheets, 2008)는 통증은 대부분 질병에 동반되고 치

료과정 및 검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증상의 하나로 신체적, 감정

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으로 통증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통증자체는 환자의 심리상태를 불안하게 만

들고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활동기능장애는 우울감과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05).

통증은 개인의 활동에 제한을 주어 정신적 스트레스, 자신감

저하, 우울과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가족, 또래, 직장 등 대인관

계에 어려움을 주며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

증 관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통증의 원인으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접하는 육체. 정신

적 스트레스, 불안정한 자세, 장시간의 전자기기 및 스마트폰

사용, 반복적이고 불규칙한 육체적 활동으로 인한 근육의 경직,

무리한 운동, 질병으로 인한 신체기능약화 등이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아직 통증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이나 통

계자료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요통의 경우 전체 인구의 80%

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하며, 20% 정도는 항상 허리 통증에

시달린다는 보고가 있다(M.O.E.L, 2009).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통증부위는 머리, 목, 어깨,

손목으로 저마다 통증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

다. 건강한 삶과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통증

개선 방법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인위적이고 화

학적인약물이나 물리적 방법보다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의학과

대체요법에 대한 선호도와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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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천연약물을 이용한 통증 개선 약용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증

가함에 따라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임상으로 입증

된 약용식물의 개선 성분들이 의약품, 약선 음식, 화장품, 생활

용품의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약용식물로 통증을 관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

슬의 특이적인 진통 작용에 관한연구(Jung, 1998), 자원식물5종

(접골목, 골담초, 우슬, 골쇄보)열수 추출물의 갱년기 이후 당질,

지질 및 골 대사 개선효능 검증(Lee, 2014), 약용식물의 항산화

활성 및 안정성(Jo, 2008), 전라남도 지역의 민속식물 이용 현

황(Park et al., 2015), 천연약용식물의 생리기능성과 기능성 식

품소재로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Yeon, 2006), 선학초(Apilosa

grimonia L.) 수집종의 유연관계 분석과 재배종 및 효능(Lee,

2002)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약용식물이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용방법이 주로 음용하는

방법의 연구이며 외용법(패치, 찜질팩, 연고의 형태)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가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편

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인들의 약용식물에 관한 지식, 인지도, 약용식물을

이용한 통증완화제품의 경험 여부와 이용 가능성 여부 등을 조

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피부미용실에서도 약용식물을

외용법(패치, 찜질팩, 연고의 형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업용 제품의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약용식물을 이용

한 제품의 활용방안이 대중적인 피부미용 아이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약용식물의 정의

약용식물(藥用植物)은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질병치료 및

완화에 이용되는 식물체로서 인류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

을 말한다. 사람의 인체 또는 기타 동물의 생체에 대해 긍정적

인 효과를 지닌 것으로 유효성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원식

물로 약초(藥草)라고도 한다. 또한, 목본식물과 버섯 등의 균류

및 약물을 생산하는 세균류도 여기에 포함된다(wikipedia,

2013).

우리나라 문헌에 기록된 약용식물의 수는 약 6,000여종으로

이중 500여종이 약용(藥用)으로 상용되고 있고, 대부분 초본

(草本), 또는 목본(木本)식물로 식물의 뿌리를 뜻하는 본(本)과

풀에서 상형된 초(草)자를 사용하여 본초(本草)라고 하였다

(K.Q.D.A, 2005). 약용식물은 본초(本草, herb), 민간약(民間藥),

생약(生藥)으로 분류하는데, 본초(本草, herb)의 기원은 반고

(32~92)의 저서인『한서』에 “본초석지한온(本初石芝寒溫)”으

로 현대의학에서는 약용식물(藥用植物)이라 정의하였다(Lee,

2006). 서양의 경우 허브(herb)라는 약용식물의 본초(本草)을

통해 가정상비약과 음식의 향신료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전

해지고 있으며 고대 인도의 약학 체계인 아유르베다는 식물추

출물과 에센셜 오일을 합하여 치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An et al., 2006). 허브(Herb)의 호르몬성분을 추출한 에센셜 오

일(essential oils)은 다양한 질병완화 및 예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간약(民間藥)은 민족이나 종족들 사이에서 전통의 민간요

법에 사용된 약(藥)을 말하며 의학 및 약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

는 산간오지나 농촌 등지에서 산과 들의 야생식물들을 이용하

여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경험에서 전수된 것을 말한다(Korea

home remedy dictionary, 1988). 원시시대의 인류는 약성(藥性)

이 있는 식물을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 사용해보면서 약용식

물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고 끊임없는 창조와 풍부한 경험을

통해 전해진 약(藥)이지만(Kim, 1997), 대부분의 민간약(民間

藥)은 전문적 처방에 의해 조제되는 한약(韓藥)이 아니라 “경

험 의약”으로 사용하였다는 공통적인 특징(Kim, 2014)으로 약

학(藥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약은 과학

적 해석과 연구를 통해 약용식물의 효과를 입증함으로 현대의

학 발전에 좋은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생약(生藥)은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 중 인체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물질로 식물(植物), 동물(動物), 광

물(鑛物) 및 미생물의 대사산물(大事産物) 등을 의약품으로 사

용하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거나 간단히 가공하여 본질의 성분

을 바꾸지 않는 천연물을 의미한다(Lee, 2006). 일반적으로 생

약(生藥)은 식물에서 얻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물성 생약

으로는 섬소(蟾 ), 사향(麝香), 웅담(熊膽) 등이 있고 석고(石

膏), 망초(芒硝), 활석(滑石) 등은 광물성 생약에 속한다

(K.Q.D.A, 2005).

인간은 자연환경에서 얻은 약용식물의 유용한 성분을 추출

하여 의약품 및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천연소재 및 신물질 추출 신소재로서의 이용가치가 매우 중요

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eon, 2016). 

현대의학에서도 다양한 원인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 화학약

물치료법과 수술요법에 의존해 왔으나 건강을 단순히 육체적

건강에 제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새로운 시각으로 전개하며

(Yoo, 2015), 대체요법 또는 자연요법을 통한 약용식물의 의존

도 및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약(韓藥)의 원료라는 이

미지를 벗어나 다양한 산업소재로 활용분야를 넓혀가고 있으

며 약용식물의 미용학적 부가가치는 화장품개발, 한방두피제

품개발, 피부개선 마스크 등이 있으나 약용식물을 이용한 미용

학적 가치와 효능의 인지도가 약해 연구개발 및 투자가 미흡하

여 약초를 이용한 미용 산업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연구 방향

을 수립하여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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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증완화 약용식물의 효능 및 구성 성분

현대의학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원인이 불분명한 질병을 치

료하기 위해 현대의학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연

의학과 자연건강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천

연약용식물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종대왕

명에 의해 집필된 『한약집성방』에는 360여종의 약용식물들

이 소개되어 있다.

Table 1. 40 types of pain-relieving medicinal plants with medicinal properties, efficacy, and composition

Number
A medicinal 
plant name

Used 
part

Efficacy Ingredients A source of literature

1
Curcuma longa, 
Curcuma domestica

root arthritis, obtundent
curcumine, essential oil, ar-
turmerone, ar-Turmeron

medicinal botany theory/Korea 
Qualific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2 Lycium chinense fruit
hemasthenosis, 

backache, anti-aging

Bctaine HCI, Zeaxanthin

carotene, thiamin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3
Eucommia ulmoides 

Oliver
bark backache, arthritis

Gutta-Percha, Pectin, vitamin C

glucoside, organic acid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4 Caragana sinica 
leaf

stem
articular gout, febricity

alkaloid, glycoside, starch,

saponin 

medicinal botany theory/Korea 

Qualific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5 Capsicum annuum fruit
neuralgia, myalgia,

arthritis

capsaicin, vitamin A 

vitamin C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6 Liriope platyphylla root
strengthening of bones, 

backache 

stigmasterol beta-sitosterol,

Ophiopogon japonicus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7
Ledebouriella 
seseloides 

leaf

heavy metal 

detoxification,
cephalalgia, myalgia

essential oil, coumarin,
flavonoid 

medicinal botany theory/Korea 
Qualific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8 Acorus calamus 
stem
root

neuralgia, rheumatism essential oil, monoterpene medicinal plant manager/DaeJin Media

9 Citrus junos fruit
acopic, neuralgia, 
rheumatism

vitamin B, vitamin C 
citric acid, limonene

Encyclopedia of Herbal Medicine/Solbit 
Publishing Company

10 Angelica gigas root
anemia, analgesics, 
cephalalgia

decursinol, 
B-eudesmol

medicinal botany theory/Korea 
Qualific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11
Polygonum 
multiflorum Thunberg

root
alopecia backache, 
chronic, hepatitis

nitrogen, starch, fat
mineral, lecithin 

medicinal plant manager/DaeJin Media

12 Cnidium officinale
root
stem

arthritis, hypomyotonia
ligustilide, 
senkyunolideA, B, C, D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13 Lonicera japonica 
flower

leaf
contusion, arthritis,
Inflammation, relief

 luteolin, inositol, Tannin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14
Cinnamomum 
camphora 

whole 
tree

obtundent, contusion essential oil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15
Actinidia polygama 
MAX

gall 
insect

neuralgia, antidiuresis actinidin, iridoid
Encyclopedia of Herbal Medicine/Solbit 
Publishing Company

16 Zingiber officinale root
antiinflammatory, 
incubation

analgesics

gingerol, Sesquiterpenes medicinal plant manager/DaeJin Media

17 Laurus nobilis 
leaf

fruit

obtundent

shoulder ache
Cineol , geraniol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18
Sinomenium acutum 

REHDER et WILS.

root

stem

arthralgia neuralgia,

backache, rheumatism

isosinomenine, Sinomenin,

alkaloids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19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root
stem

contusion, sthenia
glycoside,
picein, Bistort 

Encyclopedia of Herbal Medicine/Solbit 
Publishing Company

20 Gardenia jasminoides fruit contusion, backache crocin, iridoid-glycoside
Encyclopedia of Herbal Medicine/Solbit 
Publishing Company

21
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leaf
root

analgesics, gout,
neuralgia, cephalalgia

Terpenoid,
amino acid, Tannin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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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생활 속에서 만나는 약용식물 중

질병의 완화 및 예방에 효과적인 식물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머리, 어깨, 허리, 다리, 관절 통증과 염증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들은 강황, 구기자나무, 두충, 고추, 맥문동, 방풍, 유

자나무, 하수오, 천궁, 월계수, 방기, 치자나무, 양배추, 산토끼

풀, 우슬, 갯방풍, 들깨풀, 뇌향국화, 참빗살나무, 녹나무 등이

있다. 이러한 식물을 이용하여 찜질, 짓찧어 환부에 도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체부위별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3. 통증(痛症)의 정의

통증은 복합적이고 주관적인 현상으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인 조직손상과 관련하여 불쾌한 감각적 증상과 정서적 경험이

며 신체적,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여 정의 할 수 있으며(Bonica,

Table 1. Continued

Number
A medicinal 
plant name

Used part Efficacy Ingredients A source of literature

22 Bupleurum falcatum root
defervescence, 
antiinflammatory, 

analgesics, sedation

Saikosaponin, saponin, 
fatty oil, phytosterol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23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leaf

analgesics, rheumatism

backache, myalgia
vitamin A, C, K, mineral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24
Eleutherococcus 

senticosus 

the trunk of 

a tree
arthritis, osteomyelitis tocopherol, sasaminol

medicinal botany theory/Korea 

Qualific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25 Trifolium repens root backache, furuncle genistein, carotene
Encyclopedia of Herbal Medicine/Solbit 

Publishing Company

26
Acyranthes bidentata 

Blume
root

backache, 
antiinflammatory, 
arthritis

ecdysone, saponin, 

Tree Terlipressin

medicinal botany theory/Korea 
Qualific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medicinal plant manager/DaeJin Media

27 Glehnia littoralis
stem
leaf

neuralgia
shoulder ache

essential oil, coumarin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28 Wasabia koreana
root
stem

rheumatism, neuralgia
sinigrin, vitamin C, 
myrosinase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29 Mosla punctulata whole plant
backache, detoxication,
cephalalgia

linolenic acid, essential oil,
gammatocopherol

Encyclopedia of Herbal Medicine/Solbit 
Publishing Company

30
Chrysanthemum 
makinoi 

flower
shoulder ache, 
backache

essential oil, 
vitamin A, Tannin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31
Malva sylvestris var. 
mauritiana 

leaf
flower

leaf flower
Tannin, anthocyan,
flavonoid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32
Fagopyrum 
esculentum 

fruit
leaf

hypertension, 
antiinflammatory, 

contusion, sprain

Vitexin, flavone, 
rutin, Orientin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33 Paeonia suffruticosa root
antiinflammatory, 

analgesics, depuration

camphorsitosterol, paeonol,

beta-sitosterol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34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endodermis analgesics, obtundent

sakuranin, anthocyanin,

cyanidin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35 Petasites japonicus
leaf

stem
contusion, sprain

Tannin, choline, saponin, 

tartaric acid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36 Smilax nipponica root
hemasthenosis 
rheumatism

vitamin, organic matter
Encyclopedia of Herbal Medicine/Solbit 
Publishing Company

37
Olibanum, 
Frankincense(KHP)

treesap
obtundent Inflammation 
relief 

Inflacin, aesculetin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38 Magnolia kobus flowerbud osteocope, cephalalgia citral, pinene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39 Acorus calamus root neuralgia rheumatism
essential oil, asarone,
Calamenene, calamus 

medicinal plant manager/DaeJin Media

40 Ruta graveolens L. fruit
contusion, pain, 
purulent

Cineol, pinene,
alkaloid 

Dictionary of medicinal plants (easy to 
use at home)/Green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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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신체의 조직 손상이나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수단으로

서 불쾌하지만 질병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

하는 유효한 신경신호 전달체계이다(Kim et al., 2001). 통증 인

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리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Lee et al., 1987) 불안정, 집중력 저하, 두

려움, 불편감 등이 나타나게 된다(Jeon et al., 2000). 통증유발

인자 및 자극을 제거하고 신체의 질병이 회복되면 통증으로 인

한 고통은 사라지지만 다양한 통증의 요인들에 제거 및 일시적

인 통증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성 약물중

독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제통증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ASP)는 통증의 강도는 개인마다 다르게

경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증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급성통증과 만성통증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통증은 외상, 질병, 염증에 의해 유발되고 진단과 치료

가 비교적 쉬운 상태지만(Lee, 2002), 이 시기에 통증을 효과적

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통증으로 이환되기 쉽다(Chapman,

1984). 급성통증의 발생 시점은 6개월 이내의 급성질환 또는 손

상으로 나타나며 신체적 반응은 교감신경을 자극함으로 인해

혈압상승, 흥분, 신경과민, 심박동의 증가, 불안증세가 나타나

며 회복될 때까지 활동력은 감소 된다. 이러한 급성통증은 질

병의 원인을 치료하거나 일시적으로 진통제를 사용함으로 완

화할 수 있다(Kim et al., 2004).

만성통증의 경우 발생 시점이 6개월 이상으로 불분명하며,

급성통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된 경우이거나, 의학적 치료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Shin et al., 2002). 만성통증으로 인한 장기적 장애(disability)는

생산력의 감소 및 의료비지출의 증가로 인해 제 2의 경제적 손

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Astin, Lawton & Hirst, 1996). 이러한

통증은 대상자들의 생활방식뿐만 아니라 신체기능의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될 수 있음을 선행논문에서 밝힌 바

와 같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통증 관리가 필요

하고 다양한 치료법과 건강관리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현대인들의 생활습관, 신체 부위에 따른 통증 완

화를 위한 약용식물의 인지도, 지식, 이용현황 등을 탐색해 보

고자 한다. 이로써 약용식물에 대한 인식과 지식, 통증완화 활

용방안에 관한 선호도, 약용식물 경험여부, 활용방안 등에 대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Variables
Frequency

(N)
Ratio

Gender
M 120 32.2

F 253 67.8

Age

20 88 23.6

30 105 28.2

40 90 24.1

Over50 90 24.1

Marital status
Married 212 56.8

Single 161 43.2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26 33.8

College graduate 81 21.7

University graduate 166 44.5

Job

Office 67 18.0

Sales/Service 106 28.4

Professions 82 22.0

Housewife/Student 118 31.6

Average monthly 
income

Under 2000 thousand 101 27.1

Over 2000 thousand-under 3000 thousand 114 30.6

Over 3000 thousand-under 4000 thousand 80 21.4

Over 4000 thousand 78 20.9

 Total 3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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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방형 질문지(Open-ended Questionnaire)를 채택하여 심

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소재 20~60대 이

하 남·여, 학생, 미용학원 강사, 미용학원 수강생, 피부미용실

방문고객, 문화 강좌 수강생, 미용기기회사 직원 등을 400명의

연구대상자를 표집하였다. 최종 표집된 연구대상자 373명의

기초정보는 <Table 2>과 같다. 

2. 조사도구

약용식물에 대한 인식과 통증완화 활용방안에 관한 선호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선행연구에서 실시된 측정

항목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문항으로 수정하고 보

완하여 만들었다. 본 논문은 일반적 특징 관련문항(Lee, 2015),

생활습관 및 신체부위별 통증 관련문항(Bae, 2016; Hong,

2014; Lim, 2004), 약용식물의 인지도 및 지식도 관련문항

(Moon, 2015; Ham, 2014), 약용식물 이용현황 및 활용도 관련

문항(Park, 2012; Moon, 2015; Nam, 2016) 등으로 이뤄져 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60대의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남·여를 중

심으로 학생, 미용학원 강사, 미용학원 수강생, 피부미용실 방

문고객, 문화 강좌 수강생, 미용기기회사 직원 등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근거로 약용식물 인식에 대한 구성

요인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분석방법으로

하였다. 약용식물에 대한 인식과 통증완화 활용방안에 관한 선

호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선행연구에서 실시된

측정 항목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문항으로 수정하

고 보완하여 최종 개방형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일

반적 특징 관련문항(Lee, 2015), 생활습관 및 신체부위별 통증

관련문항(Bae, 2016; Hong, 2014; Lim, 2004), 약용식물의 인지

도 및 지식도 관련문항(Moon, 2015; Ham, 2014), 약용식물 이

용현황 및 활용도 관련문항(Park, 2012; Moon, 2015; Nam,

2016)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1.0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5 수준

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아래와 같

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의 문항들의 경향을 살펴

보기 위해 범주형 변수는 빈도분석과 연속형 변수는 기술통계

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이용하여 변수

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

여 범주형 변수는 교차분석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고,

연속형 변수는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 정도 및 인지도

1) 약용식물 지식 정도1)

연구대상자의 약용식물 지식 정도는 100점 만점에 70.21점

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약용식물 지식정도의 하위

요인 중 “목본 식물과 초본식물에서 추출”이 88.74로 가장 높

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취급에 “전문적 지

식이 필요함”이 82.57점, “민간요법과 관계” 82.31점, “한방의

1)약용식물 지식 정도: 총 9개의 약용식물 지식 수준 문항을 이용하여 예, 아니요의 두가지 범주로 측정하고 100점 기준점수로 변환 하여 지식 정도를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약용식물 관련 지식이 높음을 의미함.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level of knowledge of medicinal plants

Variables Frequency(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Derived from woody and herbaceous plants 373 0.00 100.00 88.74 31.653 

Herbal medicine 373 0.00 100.00 79.62 40.333 

I think it is unconditionally good for the body. 373 0.00 100.00 39.14 48.872 

Professional knowledge required 373 0.00 100.00 82.57 37.984 

Effect on pain relief 373 0.00 100.00 71.85 45.034 

Effective in pain relief 373 0.00 100.00 68.36 46.568 

Related to aroma oil 373 0.00 100.00 58.45 49.348 

Folk Remedies and Relationships 373 0.00 100.00 82.31 38.213 

Often encountered around 373 0.00 100.00 60.86 48.872 

Total 373 0.00 100.00 70.21 2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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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verage comparative analysis of knowledge level of medicinal pla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Frequency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Gender
M 120 70.83 21.754

.159
F 253 69.92 20.194

Age

20 88 64.65 21.807

7.427***
30 105 66.56 21.545

40 90 73.09 18.547

Over 50 90 77.04 18.306

Marital 
status

Married 212 73.43 19.419
12.234***

Single 161 65.98 21.578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26 70.64 20.916

.656College graduate 81 67.90 19.954

University graduate 166 71.02 20.896

Job

Office 67 65.51 18.262

1.461
Sales/Service 106 70.65 20.813

Professions 82 71.41 20.438

Housewife/Student 118 71.66 21.868

Average 

monthly 
income

Under 2000 thousand 101 66.78 22.028

1.481
Over 2000 thousand-under 3000 thousand 114 71.93 18.652

Over 3000 thousand-under 4000 thousand 80 70.00 21.023

Over 4000 thousand 78 72.37 21.169

*< 0.05, ** < 0.01, *** < 0.001

Table 5. Cross-analysis of awareness of medicinal pla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persons, %)

Variables
Frequency

(N)
Yse  No 

2

Gender
M 120 38.3 61.7

.756
F 253 43.1 56.9

Age

20 88 14.8 85.2

45.106***
30 105 40.0 60.0

40 90 47.8 52.2

Over50 90 63.3 36.7

Marital 

status

Married 212 51.4 48.6
19.661***

Single 161 28.6 71.4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26 42.1 57.9

.043College graduate 81 42.0 58.0

University graduate 166 41.0 59.0

Job

Office 67 47.8 52.2

6.611
Sales/Service 106 47.2 52.8

Professions 82 30.5 69.5

Housewife/Student 118 40.7 59.3

Average 
monthly 
income 

Under 2000 thousand 101 32.7 67.3

4.594
Over 2000 thousand-under 3000 thousand 114 44.7 55.3

Over 3000 thousand-under 4000 thousand 80 43.8 56.3

Over 4000 thousand 78 46.2 53.8

*< 0.05, ** < 0.01, ***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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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약재” 79.62점, “통증완화에 효과” 71.85점, “통증완화 효

능” 68.36점, “주변에서 자주 접함” 60.86점, “아로마 오일과 관

계있음” 58.45점, “몸에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 39.1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용식물 지식정도에 대한 평균 비교 분

석 결과, 연령별, 결혼 상태별로 약용식물 지식정도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77.0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73.09

점, 30대 66.56점, 20대 64.65점의 순으로 나타나서, 연령이 높

을수록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혼 상태별로는 기혼이 73.43점으로 미혼 65.98점보다 높게 나

타나서, 기혼의 경우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약용식물의 인지도 여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용식물의 인지 여부 교차분석 결과,

연령별, 결혼 상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약용식물에 대해 잘 모

른다는 응답이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낮게 나타났고, 50대 이

상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3%로 더 높게 나타나, 연령별

로 인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별로

기혼에서는 알고 있다가 51.4%로 높았고, 미혼에서는 잘 모른

다는 응답이 71.4%로 나타나서, 결혼 상태에 따라 인지 여부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약용식물 인지도와 스트레스 정도2)

연구 대상자의 약용식물 인지도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

2)약용식물 인지도: 임의로 선정한 40종의 약용식물 중 연구대상자가 알고 있는 약용식물을 선택하게 하여 인지하고 있는 약용식물의 개수를 이용해 약

용식물 인지도를 측정함.

Table 6. Recognition of medicinal plants

Variables Frequency(N)
A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Recognition of medicinal plants 373 0 40 14.31 8.394

Table 7. Comparative analysis of average awareness of medicinal pla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Frequency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Gender
M 120 12.80 8.561

5.765*

F 253 15.02 8.235

Age

20 88 11.98 7.095

8.383***
30 105 12.97 7.727

40 90 14.83 9.022

Over50 90 17.61 8.680

Marital status
Married 212 15.86 8.393

17.669***

Single 161 12.25 7.967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26 14.26 8.080

.227College graduate 81 13.81 8.463

University graduate 166 14.58 8.630

Job

Office 67 13.70 8.339

.885
Sales/Service 106 14.06 9.029

Professions 82 13.66 7.711

Housewife/Student 118 15.32 8.299

Average monthly 

income

Under 2000 thousand 101 13.29 7.838

2.737*
Over 2000 thousand-under 3000 thousand 114 13.21 7.893

Over 3000 thousand-under 4000 thousand 80 15.68 8.683

Over 4000 thousand 78 15.82 9.190

*< 0.05, ** < 0.01, *** < 0.001



422 J. Kor. Soc. Cosmetol. Vol. 28, No. 3, 2022

약용식물 인지도는 총 40개 중 평균 14.31개를 알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8,394로 나타나서, 90%의 응답자가

약 6~22개의 약용식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용식물 인지도에 대한 평균 비교 분석

결과, 성별, 연령별, 결혼 상태별, 월 평균 소득별로 약용식물

인지도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15.0개로 남성 12.80개 보다 높게 나타

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용식물 인지도와 관심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17.61개, 20대 11.98개

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약용식물 인지도와 관심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상태별로는 기혼의 경우 15.86개로

미혼 12.25개보다 높게 나타나서, 기혼일 경우 약용식물 인지

도와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별로는 400

만원 이상이 15.82개, 200만원 미만이 13.21개로 가장 낮게 나

타나서, 소득이 높을수록 약용식물 인지도와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The level of stress

Variables Frequency(N) Ratio(%)

Do not receive at all 8 2.1

Do not accept 13 3.5

It is usually 124 33.2

Receives a lot 148 39.7

Receives very much 80 21.4

 Not stressed out 21 5.6 

Stressed 228 61.1 

Average 3.75

standard deviation 0.904

Total 373 100.0

Table 9. Comparative analysis of average stress leve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Frequency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Gender
M 120 3.67 0.853 

1.432
F 253 3.79 0.927 

Age

20 88 3.76 0.884 

.426
30 105 3.82 0.896 

40 90 3.72 0.960 

Over50 90 3.68 0.885 

Marital status
Married 212 3.76 0.915 

.078
Single 161 3.73 0.893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26 3.64 0.881 

2.028College graduate 81 3.90 0.831 

University graduate 166 3.75 0.950 

Job

Office 67 3.97 0.921 

1.955
Sales/Service 106 3.76 0.811 

Professions 82 3.65 0.948 

Housewife/Student 118 3.68 0.933 

Average monthly 

income

Under 2000 thousand 101 3.73 0.811 

.686
Over 2000 thousand-under 3000 thousand 114 3.84 0.878 

Over 3000 thousand-under 4000 thousand 80 3.66 0.856 

Over 4000 thousand 78 3.72 1.092 

*< 0.05, ** < 0.01, ***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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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관심도 평균

은 5점 만점 중 3.75점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0.904로 나타

났다. “많이 받는다”가 148명(39.7%)로 가장 높았고, “매우 많

이 받는다” 80명(21.4%), “보통이다” 124명(33.2%), “받지 않는

다” 13명(3.5%), “전혀 받지 않는다” 8명(2.1%)의 순으로 나타

났고, “스트레스 받음(매우 많이 받는다+많이 받는다)” 228명

(61.1%)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음(전혀 받지 않는다+받지 않는

다)” 21명(5.6%)보다 높게 나타나, 응답 대상자들은 스트레스

를 받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평균 비교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9>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평균 비교 분석

결과,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응답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약용식물 지식 정도 및 인지도 정리

약용식물 지식 정도는 100점 만점 중 70.21점으로 높은 수준

이었으며, 약용식물의 인지도 여부는 약용식물에 대해 잘 모르

는 응답자가 높았다. 또한, 약용식물 인지도는 총 40개의 약용

식물 중 평균 14.31개를 알고 있었으며, 약 90%의 응답자가

6~22개의 약용식물을 인지하고 있었고 주로 10개정도의 수준

으로 알고 있었다.

2. 약용식물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1) 약용식물 이용경험

연구 대상자의 약용식물 이용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약용

식물 이용경험이 있다” 141명(37.8%)가 “이용 경험 없다” 232

명(62.2%)보다 낮게 나타나, 연구 대상자의 약용식물 이용경험

Table 10. Experience in using medicinal plants

Variables Frequency(N) Ratio(%)

Yse 141 37.8

No 232 62.2

Total 373 100.0

Table 11. Cross-analysis of medicinal plant use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persons, %)

Variables
Frequency

(N)
Yes No 

2

Gender
M 120 35.0 65.0

.591
F 253 39.1 60.9

Age

20 88 10.2 89.8

51.076***
30 105 33.3 66.7

40 90 48.9 51.1

Over 50 90 58.9 41.1

Marital status
Married 212 50.0 50.0

31.084***

Single 161 21.7 78.3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26 42.1 57.9

3.535College graduate 81 42.0 58.0

University graduate 166 32.5 67.5

Job

Office 67 28.4 71.6

6.640
Sales/Service 106 46.2 53.8

Professions 82 32.9 67.1

Housewife/Student 118 39.0 61.0

Average 
monthly 

income

Under 2000 thousand 101 25.7 74.3

9.582*
Over 2000 thousand-under 3000 thousand 114 45.6 54.4

Over 3000 thousand-under 4000 thousand 80 38.8 61.3

Over 4000 thousand 78 41.0 59.0

*< 0.05, ** < 0.01, *** < 0.001



424 J. Kor. Soc. Cosmetol. Vol. 28, No. 3, 2022

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용식물 이용 경험 교차분석 결과, 연

령별, 결혼 상태별, 월 평균 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의 연령대

에서는 “이용 경험이 있다”로 높게 나타났고, 3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이용 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연령대에서 약용식물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별로 미혼에서는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8.3%로

기혼 50.0%보다 높게 나타나, 기혼인 응답자에게서 약용식물

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의 상대적 저소득층에서 “이용경험이 없다”가 74.3%로

가장 높았고, 400만원이상과 200~300만원 미만에서 “이용 경

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인 고소득층에서 약

용식물이 주로 이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통증완화제품의 개발과 활용방법 다양화 필요성

연구 대상자의 통증완화제품 개발과 활용방법 다양화 필요

성에 대한 분석 결과,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31명

(88.7%)으로 “다양화가 필요없다”는 응답 42명(11.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개발과 활용방법의 다양화가 매

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증완화제품 개발과 활용방법 다양화

필요성 교차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응답자에서 “통증완

화제품 개발”과 “활용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The need to develop pain relief products and diversify their application methods

Variables Frequency(N) Ratio(%)

Yse 331 88.7

No 42 11.3

Total 373 100.0

Table 13. Cross-analysis of the need for diversification of pain relief produ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metho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persons, %)

Variables
Frequency

(N)
Yes No 

2

Gender
M 120 85.8 14.2

1.496
F 253 90.1 9.9

Age

20 88 92.0 8.0

4.025
30 105 83.8 16.2

40 90 91.1 8.9

Over50 90 88.9 11.1

Marital status
Married 212 88.2 11.8

.139
Single 161 89.4 10.6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26 90.5 9.5

1.195College graduate 81 90.1 9.9

University graduate 166 86.7 13.3

Job

Office 67 94.0 6.0

2.507
Sales/Service 106 88.7 11.3

Professions 82 86.6 13.4

Housewife/Student 118 87.3 12.7

Average monthly 

income

Over 2000 thousand-under 3000 thousand 101 86.1 13.9

2.551
Over 2000 thousand-under 3000 thousand 114 92.1 7.9

Over 3000 thousand-under 4000 thousand 80 86.3 13.8

Over 4000 thousand 78 89.7 10.3

*< 0.05, ** < 0.01, ***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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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통증완화 효능이 있는 약용식물을 조사하고 현대

인들이 알고 있는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 및 인지도, 통증완화

의 목적으로 약용식물을 신체부위에 사용해 보았는지,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를 토대로 피부미용

실에서 적용 가능한 통증완화 성분이 함유된 약용식물의 추출

물로, 안전성, 접근용이성, 경제성을 고려한 제품이 있다면 사

용 및 구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형태는 찜질

팩, 패치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 논문에서 조

사된 자료가 최근 침체 된 미용 산업을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 속의 미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패

러다임을 구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며 연

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남성(32.2%)

보다 여성(67.8%)들이, 미혼자(43.2%)보다는 기혼자(56.8%)가

많았으며,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이상자(44.5%)가 많았고,

직업별로는 주부/학생(31.6%), 영업/서비스직(28.4%), 전문직

(22%), 사무직(18%)순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27.1%, 200~300만원 미만이 30.6%, 300~400만원 미만

이 21.4%, 400만원이상이 20.9%이며 200~300만원 미만이

30.6%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생활습관 및 신체부위 통증에 대해 살

펴보면, 건강 관심도가 3.84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건강

관련 정보는 33%의 조사대상자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습득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정도는 3.75점으로 비교적 높

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건

강보조식품을 복용 한다”가 37%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21.4%), “규칙적인운동”(21.4%), “전자기기사용 및 스마트폰

사용의 최소화”(4.6%)와 “기타”(1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

로 취하는 자세는 “앉아 있는 자세”(55.2%)로 “서있는 자세”

(20.4)%, “전신을 움직이는 자세”(10.7%), “누워있는 자세”

(10.2%), “기타”(3.5%) 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증을 느끼는 부

위는 “어깨”(30.6%), “허리”(25.7%), “다리”(13.7%), “통증이

없다”(13.7%), “경추”(9.7%), “팔”(6.7%)로 조사되었다. 통증으

로 인한 일상생활 영향정도는 2.75점으로 보통이상 수준의 영

향을 받고 있었으며, 통증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병, 의원 방문”

(33.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약용식물 지식 정도 및 인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 정도는 100점 만점 중 70.21

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약용식물에 대한 인지도는 “잘 모른다”(58.4%)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인지경로는 “매스미디어”(38.7%)와 “가족/친

구/동료의 추천”(32.3%)을 통하였고, 『약초도감』,『두산세계

백과사전』,『약초한방대백과』,『약용식물관리사』,『약초

의성분과이용』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용 식물대

사전』에 기술된 통증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용식물 중 40종을

선별하여 제시한 바 “6개~22개의 약용식물을 알고 있다.”고 약

90%정도 응답하였고, 총 40개의 약용식물 중 평균10개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약용식물 이용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약용식물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62.2%로, “약용

식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37.8% 보다 많았고, 이용하지 않

는 이유는 44%의 응답자가 “제품에 대해서 잘 몰라서”였다. 이

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46.1%는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을 이용하였으며, “약용식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응답자의 경우 “근육통증 완화 목적”이 34.8%, 그 중 적

용 희망 부위에 대해서 “허리” 33.2%, “어깨” 31.9% 로 나타났

다. 제품의 구입경로는 49.6%의 응답자가 “지인추천을 통해 구

입하였다”라고 대답하였고, 제품의 형태에 대한 문항에는 “찜

질팩” 28.2%, “패치” 36.2%로 “패치”의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통증완화 효능이 있는 약용

식물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약용식물이 통

증에 효과가 있다는 인지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약용식물을 이용한 통증완화제품에 대한 구입경로가 다양하지

않고 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연구되었다.따라서 약용

식물을 이용하여 통증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한다면

사용할 의사가 75.9%, 구매할 의사는 66%로 나타난 결과로 확

인한바, 피부미용실에서 적용 가능한 통증완화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미용 산업 발전 활용 방안에 중요

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수행 과정과 분석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들이 도출되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표본 선정에 있어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

는 남·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연구대상자의 다양성에 한

계가 있어 향후 표본 선정 및 구성을 할 때 좀 더 세밀한 구체

성이 필요하다.

둘째, 인간은 자연환경에서 얻은 약용식물의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여 의약품 및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Cheon, 2016), 현대의학에서도 다양한 원인의 질병을 치료하

기 위해 화학약물치료법과 수술요법에 의존해 왔으나 건강을

단순히 육체적 건강에 제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새로운 시각

으로 전개하며(Yoo, 2015), 대체요법 또는 자연요법을 통한 약

용식물의 의존도 및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약용

식물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은 높게 나타났고 자연 친화적인 산

업이 발전되고 있지만, 약용식물의 종류와 성분에 대한 대중화

와 보편화를 위해서는 약용식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문 연구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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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전문적인 약용식물에 대한 교육산업 발

전이 요구된다.

셋째, 우리나라 문헌에 기록된 약용식물의 수는 약 6,000여

종으로 이중 500여종이 약용(藥用)으로 상용되고 있고, 대부분

초본(草本), 또는 목본(木本)식물로 식물의 뿌리를 뜻하는 본

(本)과 풀에서 상형된 초(草)자를 사용하여 본초(本草)라고 하

였다(K.Q.D.A, 2005). 약용식물은 본초(本草, herb), 민간약(民

間藥), 생약(生藥)으로 분류하는데, 본초(本草, herb)의 기원은

반고(32~92)의 저서인『한서』에 “본초석지한온(本初石芝寒

溫)”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약용식물(藥用植物)이라 정의하였다

(Lee, 2006). 이로 인하여 향후 약용식물을 이용한 통증완화 제

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제

품 개발시 약용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과 과다사용 및 독성

성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건강을 잠재적으로 이롭지 못하게 하

기 때문에 약용식물의 정량사용 및 효능과 효과적인 면에서 검

증을 위한 정확한 성분 분석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약용식물

구입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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