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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ffectiveness of Palmarosa, Neroli and Jasmin blending oil on dry skin of rat induced by kitchen detergent
are investigated.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divided the control group, group treated with surfactant, group treated
with Palmarosa and Neroli, and group with Palmarosa, Neroli and Jasmin. Observation of epidermis and the alteration of
mast cell were performed with photomicroscope. According to the epidermis morphological changes analysis, the A3
group treated with Palmarosa, Neroli and Jasmin blending oil was appeared the most similar with the control group, and
the A2 group applied with Palmarosa and Neroli blending oil was sequently displayed similar characteristics. The collagen
layer's breakaway resulting from Palmarosa essential oil, the collagen layer's restoration resulting from Neroli essential
oil, the collagen layer's retention hyperkeratosis resulting from Jasmin essential oil were observed in the structure of the
epidermal layer. In photomicrosope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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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umber
of mast cells definitely decreased in groups which were treated with Palmarosa, Neroli and Jasmin blending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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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체적인 건강과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상

승시키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될 수 있는 차원에서의 피부 관리

방식에는 스트레스 방지, 자외선 차단, 식이요법, 건전한 생활

습관 등의 예방 의학적 접근 방법과 화장품을 통한 유효성분의

공급, 마사지, 각종 theraphy(Aromatheraphy, Colortheraphy)

등을 이용한 미용학적인 접근방식들이 실시되고 있다(윤미영,

2004). 한미라(2004), 김용대 외(1992), 최종완(199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장 저촉빈도가 높은 건성유발요인은 가정에서 사

용되고 있는 surfactant의 계면활성제이다. 계면활성제는 흡수와

흡착에 의해 형태적·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형태적 변이

는 계면활성제의 용해성에 의해서 피부 각질층의 지질을 손상

시키고 이로 인해 피부의 방어기능이 상실된다. 그 결과 피부

는 두꺼워지며 비늘화 되고, 건성을 유발시킨다(Fig. 1). 

Aromatheraphy는 향을 통한 치료법의 가치가 인정되고 다양

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박수남(1999), 이주현(2003), 김미

호(2003), 백훈정(2003)에 따르면 Aroma 분자의 결합은 저마다

독특하고 복합적이어서 각자 특이한 향과 성질로서 aroma-

Corresponding author; Jeung-Sook Choi
Tel. +82-54-650-0261, Fax. +82-54-650-0260
E-mail: choijs970@hanmail.net Fig. 1. Damage processing of surfactant in epider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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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hy 적용 시 essential oil은 호흡에 의해 폐로 들어가 혈

관으로 흡수되어 대뇌에 작용하여 세로토닌이라는 스트레스 저

항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지나친 긴장이나 걱정을 감소시

킨다. 또한 피부의 모공을 통해 흡수된 essential oil은 모세혈관

과 림프순환을 통해 전신을 순환하게 되며 순환하던 essential

oil은 인체 내에서 친화력을 가진 특정기관에 머물면서 치유과

정을 계속한 후 폐와 신장을 거치면서 분리되어 노폐물과 함께

배출된다. 이로 인해 림프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근육의 피로

를 풀어주며 피부의 각종 염증, 감염, 피부노화를 지연하게 된

다(Buckle, 1993). Essential oil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

학적 효과로는 살균, 방부효과로 Palmarosa는 에스테르계이며

진정 및 진경, 안정성이 탁월하며 항균의 특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Neroli와 Jasmin은 모노테르페인알코올계

이며 강화작용, 살균멸균, 항바이러스, 면역기능강화 등에 효과

가 보고되어 있다(장명옥, 2005; Corio, 1993). 이에 본 연구자

는 일상생활에서 세제를 통한 계면활성제의 연속적인 노출 시

자가 재생되는 정도와 초기염증이 유발된 상태에서 essential

oil을 도포하여 재생되어가는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계면활성제

에 의해서 각질화된 피부에 액상의 Palmarosa, Neroli, Jasmin

blending oil을 처리하여 피부에 나타나는 단백질의 변이와 피

부의 형태적 변이를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2.1.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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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성 rat를 1주일간 사육실 조건에 적응 시켰다. 사육실의 온도

는 22±1oC, 습도는 65±5%로 유지하였으며 조명은 12시간 주

기로 명암을 조절하였고, 식이는 일반 고형사료를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실험동물군의 분류 : 환경에 적응시킨 후 대조군(C),

surfactant 4주 연속처치군(A1), Surfactant로 피부염증 유발 후

Palmarosa Neroli essential oil 혼합처치군(A2), surfactant로

피부염증 유발 후 Palmarosa Neroli Jasmin essential oil 혼합

처치군(A3)의 4개 군으로 나누어 사육하였다(Table 1). 편의상

주방세제를 surfactant로 표기하였다.

실험조건 : 웅성 rat의 배(背)부에 계면활성제가 함유된 제제

를 2drops(약 0.2 ml)씩 멸균 처리된 면봉으로 도포하여 피부염

증을 유발시켰으며, 각 실험군의 조건에 따라 Palmarosa,

Neroli와 Jasmin oil을 blending하여 매일 2drops(약 0.2 ml)씩

멸균 처리된 면봉으로 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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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formalin에 고정시킨 다음 광학현

미경 관찰 재료로 사용하였다.

형태적 및 염증세포의 변화 관찰 : 광학현미경 재료로 채취

한 조직을 10% formalin에 고정하여 계열 에탄올로 탈수, 파

라핀 포맷을 한 후 Hematoxylin-Eosin 염색과 Luna's Mast

cell 염색을 하여 light micrograph(Zeiss사, Axiolab Fluorescence,

Germany)을 통해 관찰된 결과를 35mm automatic photo-

micrographic system (Zeiss사, MC 80, Germany)으로 형태변

화를 촬영하였다. 각 실험의 방법은 Fig. 2, Fig. 3과 같다.

Table 1. Design of experimental groups 

Groups Condition
C Control group

A1 Group treated by Surfactant for 4 weeks
A2 Group applied by blending Pal. & Ner. essential oil for 3 weeks after treated by surfactant
A3 Group applied by blending Pal. & Ner. & Jas. essential oil for 3 weeks after treated by surfa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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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H - E staining methods.

Fig. 3. Luna's sta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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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표피층의 형태적 변화 관찰

Palmarosa, Neroli와 Jasmin blending oil 처리군의 표피층의

변화 양상을 광학현미경상에서 관찰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대조군은 정규적인 각층이 모두 일정하게 각 층을 이루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A1군은 계면활성제의 연속처리에 의한 군으로서 각질이 들

떠 있고 그 아래층에 새로운 과각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2군은 surfactant 유발 후 Palmarosa, Neroli essential oil

blending 처리군으로 각질층은 떨어져 나가고 그 내부의 층 구

조가 정상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A3군은 surfactant 유

발 후 Palmarosa, Neroli, Jasmin essential oil blending 처리

군으로 Palmarosa에 의한 각질층의 이탈과 Jasmin에 의한 표

피층의 기저층과 각질층 사이가 상당히 넓게 비후 되어있는 현

상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3.2. Mast cell의 변화 관찰

Mast cell의 변화 양상을 광학현미경 상에서 관찰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피부의 구성성분인 mast cell은 우리 피부조직

내부에 과립성입자를 가지고 있는 결합조직을 말하며 이것은

히스타민, 호산성, 호염성 과립들로써 염증발생시 결합조직에

수와 또는 결합조직내의 과립성입자의 분포가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어 염증 반응 후 mast cell의 변화를 관찰함으로

써 essential oil의 염증반응에 대한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Luna's stain 염색법으로 mast cell을 확인한 결과 대조군의

mast cell은 진피 전체에 퍼져있으며 수 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 관찰에서 대조군에서는 Luna's stain 염색에 의해서 특수

염색된 보라색의 mast cell이 크기도 크고 수도 적으며 진피의

심부층에 주로 존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surfactant 연속처리 군에서는 mast cell의 크기도 커지고 수도

많아지며 mast cell 자체가 용출현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분포도 피하층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Surfactant 처리 후 Palmarosa, Neroli essential oil

blending 처리군은 mast cell의 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mast cell의 분포층도 확장된 혈관이 관찰됨으로써 진

피층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Surfactant 처리 후 Palmarosa,

Neroli, Jasmin essential oil blending 처리군은 상향인 Palmarosa

essential oil에 의한 다소의 알러지 현상으로 mast cell의 크기

가 커지고 mast cell이 용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표피

층의 비후 현상을 볼 수 있었으나 각각의 오일 처리군에서

surfactant 처리 후 피부 염증에 대한 재생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확장된 혈관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진피층에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Jasmin essential oil의 blending시

처리군은 mast cell의 크기는 대조군 보다 커졌지만 surfactant

처리군 보다 그 수는 확연히 줄어들었고, 용출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4. 결 론

Surfactant로 유도한 건성피부에 대한 Palamrosa, Neroli와

Jasmin blending oil의 유효성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피층

의 형태적 관찰결과로는 Palamrosa essential oil에 의한 각질층

의 이탈과 Neroli essential oil에 의한 각질층의 복구 Jasmin

essential oil에 의한 표피층의 비후 현상을 볼 수 있었으나 각

Fig. 4. Observation of Epidermis with photomicroscope(×40). 
C : Control group, A1 : Group treated by Surfactant for 4 weeks, A2 :
Group applied by blending Pal. & Ner. essential oil for 3 weeks after
treated by surfactant, A3 : Group applied by blending Pal. & Ner. & Jas.
essential oil for 3 weeks after treated by surfactant

Fig. 5. Observation of Mast cell with with photomicroscope(×40).
C : Control group, A1 : Group treated by Surfactant for 4 weeks, A2 :
Group applied by blending Pal. & Ner. essential oil for 3 weeks after
treated by surfactant, A3 : Group applied by blending Pal. & Ner. & Jas.
essential oil for 3 weeks after treated by surfa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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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혼합오일 처리군에서 surfactant 처리 후 피부 염증에 대

한 재생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염증 반응을 알아보기 위

한 mast cell 실험에서 보면 대조군에 비해 계면활성제 연속처

리군에서는 mast cell의 크기와 수가 증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Palamrosa, Neroli essential oil의 혼합 처리된 군에서는

mast cell의 수가 확연히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고, Palamrosa,

Neroli 그리고 Jasmin essential oil의 혼합 처리된 군에서는

surfactant 처리군 보다 그 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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