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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ffectiveness of Palmarosa and Neroli essential oil on dry skin of rat induced by kitchen detergent are
investigated.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divided the control group (C), group treated with surfactant (A1), group
treated with Palmarosa (A2), group treated with Neroli (A3), group treated with Palmarosa and Neroli (A4). The protein
analysis of all experimental groups was performed with SDS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and observation of epi-
dermis and the alteration of mast cell were performed with photomicroscope. According to the protein analysis, the A3
group treated with Neroli essential oil was appeared the most similar with the control group. And then the A4 group
treated with Palmarosa + Neroli essential oil was appeared the most similar with the control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orphologic view with keratin layer, the keratin layer’s breakaway resulting from Palmarosa essential oil, the
keratin layer’s restoration resulting from Neroli essential oil was appeared. And then the structure of the epidermal layer
was preserved by hyperkeratosis reaction. In photomicrosopic obersevation of mast cell to examine the inflammatory
reactions, the increase in size and number of mast cell were showed in A1 group treated with surfactan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 The number of mast cells definitely decreased in groups (A3, A4) which were treated with Neroli
essentia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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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의 다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신체적인 건강과 외적

인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상승시키고 그 일환으로 다

양한 환경에 적응될 수 있는 피부 관리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피부 관리 방식에는 스트레

스 방지, 자외선 차단, 식이요법, 건전한 생활습관 등의 예방

의학적 접근 방법과 화장품을 통한 유효성분의 공급, 마사지,

각종 theraphy(Aromatheraphy, Colortheraphy) 등을 이용한 미

용학적인 접근방식들이 실시되고 있다(고혜정 ·박재연, 1999).

좋은 향을 통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정신과 육체가 건강

해지고 생활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aromatheraphy

이다(전국 한의과대학 재활의학과, 1995). 여기에 이용되는 휘

발성 물질인 아로마(aroma)는 식물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물

질이라 생각하여 정유 또는 에션셜 오일(essential oil)이라 하며

식물의 생식기관에 해당되는 꽃잎, 열매, 줄기, 씨앗 등을 증류

하여 얻어진다(오흥근, 2002). 이러한 약리활성 성분을 포함한

천연성분이나 식물추출물의 향을 흡입하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

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선주, 2002; 최응호, 1997; 최응호 외,

1997).

Aromatheraphy는 단순히 후각으로 감지되는 향기 이상의 가

치를 지니는 치료법인 것이다(최응호, 2001; 한상길, 2000). 아

로마 분자의 결합은 저마다 독특하고 복합적이어서 각자 특이

한 향과 성질로서 aromatheraphy 적용 시 에션셜 오일은 호흡

에 의해 폐로 들어가 혈관으로 흡수되어 대뇌에 작용하여 세로

토닌이라는 스트레스 저항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지나친

긴장이나 걱정을 감소시킨다(Buckle, 1993; Bukle, 2001; Corio,

1993; Lawless, 1997; Nater ·De Groot, 1985; Raymond et al.,

1980; Raymond, 1983). 또한 피부의 모공을 통해 흡수된 에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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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은 모세혈관과 림프순환을 통해 전신을 순환하게 되며 순

환하던 에션셜 오일은 인체 내에서 친화력을 가진 특정기관에

머물면서 치유과정을 계속한 후 폐와 신장을 거치면서 분리되

어 노폐물과 함께 배출된다(Fig. 1). 이로인해 림프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며 피부의 각종 염증, 감염,

피부노화를 지연하게 된다. 에션셜 오일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학적 효과로는 살균, 방부효과로 Palmarosa는 에스테르

계이며 진정 및 진경, 안정성이 탁월하며 항균의 특성의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Neroli와 Jasmin은 모노테르페인 ·

알코올계이며 강화작용, 살균 ·멸균, 항바이러스, 면역기능강화

등에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Buckle, 1993; Bukle, 2001;

Corio, 1993; Lawless, 1997; Nater · De Groot, 1985; Raymond

et al., 1980; Raymond, 1983).

이에 본 연구자는 일상생활에서 세제를 통한 계면활성제의

연속적인 노출 시 자가 재생되는 정도와 초기염증이 유발된 상

태에서 에션셜 오일을 도포하여 재생되어가는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각질화 된 피부에 액상의 Palmarosa,

Neroli, Jasmin 에션설 오일을 처리하여 피부에 나타나는 생리

적 변이와 형태적 변이를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2.1. 실험동물

생후 6주령, 몸무게 150-160 g의 S.D.(Spraque Dawley)계

웅성 rat를 1주일간 사육실 조건에 응시켰다. 사육실의 온도는

22±1
o

C, 습도는 65±5%로 유지하였으며 조명은 12시간 주기

로 명암을 조절하였다. 식이는 일반 고형사료를 사용하였고 1

일 식이와 물의 섭취량을 측정하였다.

2.2. 실험방법

실험동물군의 분류 : 환경에 적응시킨 후 대조군(C), surfactant

4주 연속처치군(A1), surfactant로 피부염증 유발 후 Palmarosa

essential oil 3주 처치군(A2), surfactant로 피부염증 유발 후

Neroli essential oil 3주 처치군(A3), Surfactant로 피부염증 유발

후 Palmarosa · Neroli essential oil 혼합처치군(A4), 의 5군으

로 나누어 사육하였다(Table 1).

주방세제와 에션셜 오일 : 본 실험에 사용한 주방세제로는

국내 시판되고 있는 제제 중 P사의 주방세제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함유되어있는 비이온계계면활성제제를 실험의 계면활성제

로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한 에션셜 오일은 현재 피부

관리실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독일 P사 제품으로서 정

유의 향과 효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인 순도와 원산지를 고

려하여 Palmarosa, Neroli essential oil을 선택하였다. 실험군의

처리 시 각각의 에션셜 오일을 같은 회사의 base oil(avocado)에

5%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Table 2).

조직채취 : 해부 하루 전에 절식시킨 후 ethyl ether로 마취

시켜 조직채취를 위해 S.D.계 웅성 rat의 배부 2.0×2.0 cm 피

부조직을 떼어낸 다음 -70
o

C의 deep freezer에 저장한 후

S.D.S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의 재료로 사용하였으

며, 또한 일부를 10% formalin에 고정시킨 다음 광학현미경

관찰 재료로 사용하였다.

단백질 분석 : 전기영동을 위해 채취한 조직을 homogenizer

buffer(0.25 M sucrose : 0.1 M EDTA=1 : 1로 섞은 용액)와

함께 분쇄한 후 미세원심분리기(9000 rpm, 5 min)를 이용하여

원심분리하였다. 얻어진 시료의 단백질 분자량을 전기이동 시

킨 표준 단백질들의 이동거리와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전기영동

시 사용된 gel은 SDS-Polyacrylamide gel로서 stacking gel은

6%, separating gel은 12%의 농도로 사용하였다. 전기영동시

하전량은 stacking gel running시는 20mA로, separating gel

running시는 30mA로 하였다. Gel상에서 분리된 단백질의 밴드

Fig. 1. Absorption processing of aroma essential oils in the human body.

Table 1. Design of experimental groups 

Groups Condition

C Control group

A1 Group treated by Surfactant for 4 weeks

A2 Group applied Palmarosa essential oil for 3 weeks after 

treated by surfactant

A3 Group applied Neroli essential oil for 3 weeks after 

treated by surfactant

A4 Group applied by blending Pal. & Ner. essential oil for 

3 weeks after treated by surfactant

P.S: Pal.: Palmarosa Ner.: Neroli Jas.: Jasmin

Table 2. References of essential oil

Palma7rosa Neroli

INCI Cymbopogon martini Citrus amara

Concentration(%) 100 100

CAS No. 84649-81-0 72968-50-4

Coloring Natural color Natural color

Density(20
o
C) 0.880-0.894 g/cm

3
0.860-0.876 g/cm

3

Refractive index(20
o
C) 1.471-1.478 1.470-1.474

Solubility Insoluble in water Insoluble in water

Flash point 93
o
C 57

o
C

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coding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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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25% Coomassie brillant blue R-250으로 염색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형태적 변화 관찰 : 광학현미경을 통한 관찰 - 광학현미경

재료로 채취한 조직을 10% formalin에 고정하여 계열 에탄올

로 탈수, 파라핀 포맷을 한 후 Hematoxylin-Eosin 염색과 Luna’s

Mast cell 염색을 하여 light micrograph(Zeiss사, Axiolab

Fluorescence, Germany)을 통해 관찰된 결과를 35 mm automatic

photomicrographic system(Zeiss사, MC 80, Germany)으로 형태

변화를 촬영하였다. Hematoxylin-Eosin 염색과 Luna’s Mast

cell 염색의 방법은 Fig. 2, 3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단백질 분석

실험군의 단백질 분석결과는 Fig. 4와 같다. 형성된 밴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maker protein, control group군, 계면활성제

연속처리군, 계면활성제 처리 후 Palmarosa essential oil군,

surfactant 처리 후 Neroli essential oil군, 계면활성제 처리 후

Palmarosa, Neroli essential oil의 블렌딩 처리군의 밴드이다.

Fig.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67 Kd(Bovine serum albumin),

14.4 Kd(α-lactalbumin)의 분자량을 가진 단백질의 변화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계면활성제 처리 후 각화된 단백질

의 에션셜 오일의 효과로 인한 변화는 Neroli essential oil 처

리 군에서의 대조군과 가장 유사하게 복구되어 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Neroli essential oil의 주 효과로 알려진 건성피

부에 있어서의 탁월한 재생 효과와 antivirus 그리고 면역반응

효과에 의한 효능으로 사료된다. 

3.2. 육안적인 외부 형태 비교

4주 동안 관찰된 외부 가시적인 비교사진은 Fig. 5와 같다.

손상의 정도는 외형적 관찰에서 계면활성제 연속처리군은 염증

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고 역시 계면활성제 처리 후 Neroli

essential oil 처리 군이 가장 복구가 빠르게 됨을 볼 수 있다. 또

한 계면활성제 처리 후 Palmarosa, Neroli essential oil blending

군에서도 다른 군에 비해 복구가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3.3. 광학현미경을 통한 형태적 변화 관찰

표피층 관찰 : Palmarosa와 Neroli essential oil 처리군의

표피층의 변화 양상을 광학현미경상에서 관찰한 결과는 Fig. 6

과 같다. 

대조군은 정규적인 각층이 모두 일정하게 각 층을 이루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A1군은 계면활성제의 연속처리에 의한

Fig. 2. H-E 염색. 

Fig. 3. Luna’s 염색. 

Fig. 4. Protein patterns by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Fig. 5. External morphology of skin in experiment during 4 weeks. C:

Control group, A1: Group treated by Surfactant for 4 weeks, A2: Group

applied Palmarosa essential oil for 3 weeks after treated by surfactant,

A3: Group applied Neroli essential oil for 3 weeks after treated by

surfactant, A4: Group applied by blending Pal. & Ner. essential oil for

3 weeks after treated by surfa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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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서 각질이 들떠 있고 그 아래층에 새로운 과각화가 진행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2군은 계면활성제 유발 후

Palmarosa essential oil 처리군으로 각질이 들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A3군은 계면활성제 유발 후 Neroli essential oil 처

리군으로 대조군과 유사한 경우로 복구된 것을 볼 수 있으며,

surfactant 유발 후 Palmarosa, Neroli essential oil blending

처리군으로 각질층은 떨어져 나가고 그 내부의 층 구조가 정상

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염증세포의 관찰 : Mast cell의 변화 양상을 광학현미경 상

에서 관찰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피부의 구성성분인 mast

cell은 우리 피부조직 내부에 과립성입자를 가지고 있는 결합조

직을 말하며 이것은 히스타민, 호산성, 호염성 과립들로써 염증

발생시 결합조직에 수와 또는 결합조직내의 과립성입자의 분포

가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어 염증 반응 후 mast cell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에션셜 오일의 염증반응에 대한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Luna’s stain 염색법으로 Mast cell을 확인한 결

과 대조군의 mast cell은 진피 전체에 퍼져있으며 수 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 관찰에서 대조군에서는 Luna’s stain 염색

에 의해서 특수 염색된 보라색의 mast cell이 크기도 크고 수

도 적으며 진피의 심부층에 주로 존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계면활성제 연속처리 군에서는 mast cell의 크기도

커지고 수도 많아지며 mast cell 자체가 용출현상이 일어난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분포도 피하층 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계면활성제 처리 후 Palmarosa essential oil 처리군은 mast

cell의 크기도 크고 수도 많아졌으며 용출현상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확장된 혈관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진

피층에 mast cell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면활성제 처리 후 Neroli essential oil 처리군은 mast cell

이 대조군과 유사한 크기이고 수도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며 역시 확장된 혈관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진피층에

존재함을 볼 수 있다. 

4. 요 약

주방세제로 유도한 건성피부에 대한 Palmarosa, Neroli

essential oil의 유효성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백질 분석결

과 Neroli essential oil 처리 군이 대조군과 가장 유사하게 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 Palmarosa + Neroli essential oil 처리 군

이 대조군과 유사하게 복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Palmarosa의 순이다.표피층의 형태적 관찰결과로는

Palmarosa essential oil에 의한 각질층의 이탈과 Neroli essential

oil에 의한 각질층의 복구에 의한 표피층의 비후 현상을 볼 수

있었으나 각각의 오일 처리군에서 계면활성제 처리 후 피부 염

증에 대한 재생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염증 반응을 알아

보기 위한 Mast Cell 실험에서 보면 대조군에 비해 계면활성제

연속처리군에서는 mast cell의 크기와 수가 증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Neroli essential oil이 처리된 각각의 군에서는

mast cell의 수가 확연히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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