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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Inhaling Essential Oils from Lavender, Silver Fir, Grapefruit on the
Restraint Stress in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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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inhaling three essential oils (lavender [Lavendular angustifolia], silver fir [Abies alba],
and grapefruit [Citrus paradise]) against restraint stress were investigated in mice. Serum cortisol lev-
el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1h-restraint group. Also, silver fir and grapefruit oils pre-
vented the elevation of cortisol levels under experimental conditions. Inhalation of 10% lavender oil
for 30 min before inducing stress significantly inhibited restraint-induced hypothermia. We also in-
vestigated the effects of restraint stress on triglycerides, total cholesterol, and high-density lip-
oprotein cholesterol. It was found that the concentration of triglycerides in the serum samples in-
creased after restraint stress. Silver fir essential oil inhibited elevation of triglyceride levels. Taken
all together, the correlation of herb essential oil inhalation against restraint stress in animals can
partly be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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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허브 정유는 항산화, 항염증, 항균 등의 다양한 생체 조절능

을 나타내는 활성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향기요법 외에 식품

이나 화장품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합성 항산화제

나 방부제 등의 합성첨가제의 독성이 알려지면서 이를 대체하

기 위한 천연 허브 정유의 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연

허브의 꽃이나 잎도 건조하여 이용되고 있으나 성분이 변질되

기 쉽고 일정한 효과를 얻기 힘든 반면, 정유는 순도가 높은

고품질의 허브 오일을 이용하여 항상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유의 알려진 효능으로는 향기의 종류에 따라 정신기

능을 진정[6,8,18] 또는 자극[21], 항우울[16], 숙면효과[11], 진

경작용[12], 면역증진[7,23], 스트레스 감소[22,25], 혈중 카테콜

아민과 코티졸 농도의 감소[15] 등이 보고되었고, 항우울 또는

불안감소 효과는 약물과 함께 사용 시 약물의 부작용으로 문

제가 되는 우울증과 불안감 등을 예방하고 약물의 복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는 케톤, 알데히드, 테르

펜, 에스테르, 옥사이드 및 알코올 등의 휘발성 성분들에 의해

고유의 향과 다양한 효능을 나타내며, 이러한 향기성분이 호

흡기계나 피부를 통하여 신경계로 전달되어 생리적, 심리적인

스트레스 반응과 면역기능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정유를 이

용한 다양한 대체요법이 소개되고 있으나, 그 중 흡입에 의한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일반적

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라벤더 오일은 다량의 에스터를

함유하며,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피부의 혈행을 증진,

숙면효과 등의 효능이 보고되어 있다[2,10,14,17,24]. 특히, 라

벤더 오일의 항산화 활성은 동맥경화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개선과도 관련이 있으며, 향의 흡입 후 혈청 코티졸 농도의

감소와 관상동맥혈류 개선되는 효과가 보고되었다[24]. 오렌

지 오일도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

[20]을 하는 반면에, 로즈마리 오일은 다량의 옥사이드를 함유

하고 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효과를 나타낸다[21]. 이와 같이

정유는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나 정유의 성분이나 정유의 종류

에 따른 효능 및 작용의 차이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며 흡입에 의한 작용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적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유의 효과에 대한 자료는 몇 가지의

허브에 집중되어 있으며 추출방법, 재배시기, 사용부위 등에

따른 상반되는 보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시판 허브 정유의 활용

을 위한 선정 시 어려움이 있다. 한편, 정유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 동물실험의 경우, 배고픔, 한냉, 구속,

전기충격 등과 같은 인위적인 급성 스트레스원을 사용하는 반

면, 인간의 스트레스는 이보다 강도는 약하나 다양하며 만성적

인 특징을 갖고 있다. 마우스의 구속 스트레스에 대한 정유

흡입의 효능을 테스트하기에 앞서 실제로 아로마테라피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판 정유의 효능을 비교하여 그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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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항스트레스 효능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보에서는

티트리 등의 8가지 정유[27-29]의 향기성분 분석, 항산화 및 항

균 효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유 향 흡입의

항스트레스 효과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

중 정유 향의 선호도가 높고 심신의 안정 효과가 알려져 있으

며 라디컬 소거능에 차이가 있는 라벤더, 실버퍼, 그레이프후

룻 오일을 선정하여 각각 10배(10% 오일), 500배(0.2% 오일)

희석한 후 구속 스트레스에 대한 완화 효과를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Essential oil

본 연구에 사용된 정유는 라벤더(Lavendular angustifolia,

Australia, 증류추출), 그레이프후룻(Citrus paradise, Florida, 압착

추출), 실버퍼(Abies alba, Austria, 증류추출) 정유로 Skinmate

사(Puchon, Gyeonggi-do,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사용 전

까지 갈색병에 넣어서 밀봉 후 4°C에서 냉장 보관하였다.

실험동물과 향기 흡입

실험에 사용된 생쥐는 7주령의 체중 약 32±3 g의 ICR계

수컷 마우스 (오리엔트바이오, 경기도, 한국)로서 항온, 항습이

유지되는 본 센터의 동물사육실(실내온도, 24-26°C) 내에서 물

과 사료를 충분히 섭취하게 하면서 환경에 2주간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각 그룹별로 7-9 마리의 마우스를 한 그룹으로

하였으며, 정유 향을 흡입시키는 그룹은 투명 cage (27×22×13

cm) 안에 정유 5 ml을 14 ml의 깨끗한 튜브에 넣어 위를 열어

둔 상태로 고정하여 30분 후에 생쥐를 넣어서 30분간 향을

흡입시킨 후 구속스트레스를 가하였다. 정유는 50±3°C 의 증

류수로 10배, 500배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급성 구속 스트레스

생쥐를 각각 선단을 절개한 50 ml 튜브(2.8×2.8×11.5 cm)에

넣어서 30분, 1시간, 2.5시간 넣어서 스트레스를 가한 후 계속

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혈청 코티졸 측정

스트레스 호르몬의 마커로 알려진 혈청 코티졸 농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생쥐에 구속 스트레스를 가한 후 희생, 심장에서

채혈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방치 후 15분간 3,000 rpm에서 원

심분리 하여 혈청을 분리, Coat-A-Count cortisol kit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Los Angeles, USA)를 이용하여 방사

면역분석법(Radioimmunoassay)으로 측정하였다. 분리된 혈

청은 분석까지 4°C에서 냉장보존 하였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값 측정

혈청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리포단백질 콜레스

테롤(HDL-cholesterol)을 효소법(Daiichi Pure Chemicals Co.,

Ltd., Tokyo, Japan)으로 측정하였다.

체온 측정

구속 스트레스 전후의 체온 측정은 동물용 디지털 체온계

(SUMMIT SDT8A, 인천, 한국)를 이용하였으며, 체온계를 생

쥐의 항문에 2 cm 삽입하여 20초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구속 시간에 따른 코티졸 함량 변화 및 정유 향 흡입의 영향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생리적 지표는 다양하지만,

혈청의 코티졸 함량 변화를 측정하여 급성 구속 스트레스에

대한 정유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구속 시간(30분,

1시간, 2.5시간)에 따른 혈청내의 코티졸 함량 변화를 측정하

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의 마커로 사용된 코티졸은 구속 전에

는 0.07±0.02 mg/dl였으며, 0.5, 1, 2.5시간 경과에 따라

0.76±0.05, 1.15±0.17, 0.58±0.10 mg/dl로 변화하여 1시간 구속

시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A). 본 실험에서는,

혈중 코티졸 농도가 1시간 구속 스트레스를 가한 경우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1시간 구속 후 정유의 흡입 효과를 비교

하였다. 1시간 구속의 조건에서 코티졸 농도를 측정한 결과,

라벤더 오일은 10%의 고농도에서 스트레스 콘트롤의 56.7%로

혈청 코티졸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저농도에서는

유의적인 차가 없었다. 실버퍼와 그레이프후룻 오일의 흡입에

서는 0.2%(각각 63.1%, 52.3%)와 10%(각각 30.9%, 39.5%) 오일

에서 모두 유의적인 저하를 나타냈으며, 10% 실버퍼 오일에서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Fig. 1B). 이와 같은

코티졸의 변화에 대한 정유 흡입의 영향과 관련된 최근의 보

고로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생물학적 표지자로 이용되는 타

액의 코티졸, secretory IgA, 알파 아밀라아제와 같은 활성 성

분들이 정유 향 흡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알려졌으며[5],

분노와 같은 신체적 스트레스가 혈중의 활성산소종(ROS)과

코티졸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스트레스에 따른 정유 향 흡입의 체온변화 억제효과

1시간의 구속스트레스 전 30분간 각각의 정유 향을 흡입시

킨 후, 스트레스 전후의 체온을 동물용 디지털 체온계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1시간의 구속 스트레스로 인하여

체온이 38.7°C에서 36.9°C로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10%의 라벤더 오일 흡입에 의해 체온 저하가 38.5°C로 유지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 그 외의 정유 흡입으로는 체온

저하에 대한 유의적인 억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저 체온 증상은 Amar and Sanyal [1]과 van

Eijl 등[26]의 연구에서도 쥐와 마우스를 이용한 구속 스트레스

에 의해 체온의 저하가 나타남이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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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serum cortisol level by the restraint stress

(A) and by the smells of 3 different essential oils (B).

Each of the 7 or 9 mice per group were immobilized

individually in a 50-ml tube for the indicated time.

Serum was collected immediately after the stress, and

cortisol level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the

“Methods” section. The essential oils of lavender, silver

fir, and grapefruit were diluted 500 times (0.2%) and 10

times (10%) with distilled water of 50±3°C to prepare

the test solutions. Five ml of the test solution was added

to clean 14-ml tube, and the tubes were placed in each

cage for 30 min prior to the 1 hr immobilization.

Significant differences vs. stress-control group (distilled

water-treated) were calculated two-tailed student's

t-tests (*p<0.05, **p<0.01).

혈청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에의 영향

스트레스와 혈액 지질성분의 농도와 관련, 또는 정유 향의

투여나 흡입과 혈액 지질성분의 농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의 보고가 있으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불확실

한 상태이다. 따라서 마우스를 이용한 본 실험에서는, 스트레

스 마커인 코티졸 외의 혈중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 농도

가 스트레스와 허브 오일 향의 흡입으로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30분간 향을 흡입시키고 구속 스트레스를 가한 후 혈

청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총

콜레스테롤의 농도에는 향 흡입 전후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

성지질의 함량은 구속스트레스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향 흡입으로 0.2% 라벤더 오일을 제외한 군에서 유의적

으로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

스트레스로 인한 혈중 지질 농도의 변화와 관련된 보고는

Fig. 2. Effects of inhaling the essential oils on the hypothermia

induced by immobilization for 1 hr. Inhalation of essen-

tial oil was performed for 30 min before the stress.

Significant differences vs. stress-control group (distilled

water-treated) were calculated two-tailed student's

t-tests (*p<0.05, **p<0.01).

Fig. 3. Effects of inhaling the essential oils on the changes of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HDL cholesterol in-

duced by immobilization stress for 1 hr. Serum was col-

lected immediately after the stress, and total cholesterol

(A), triglyceride (B), and HDL cholesterol (C) levels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ethods section. Inhaling es-

sential oil was performed for 30 min before the stress.

Significant differences vs. no stress-control group were

calculated two-tailed student's t-tests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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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으나, Hershocka and Wolfgang [13]은 마우스 혈장의

중성지질 농도가 구속 스트레스 후에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것

을 보고하였고, 정 등[9]은 마우스에 정유 투여 시 콜레스테롤

치를 낮추는 효능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천연의 정유 향이 신체의 항산화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타액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저하되고 정유 향의 흡입에

의해 증가되는 것이 보고되어 스트레스와 신체의 항산화능과

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시사되었다[4]. 그러나 혈액의 총 콜

레스테롤에 대한 정유 향 흡입의 영향은 확실치 않으며, 스트

레스로 인한 중성지질의 증가에 대한 정유 향 흡입의 완화

효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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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허브에서 추출된 정유의 스트레스 완화능이 알려지면서 화장품, 식품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 제품

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유 향 흡입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마우스의 구속 스트레스에 대한 3가지 정유의 흡입 효과를 비교 하였다. 마우스를 1시간 구속한 경우 혈청 코티

졸 농도의 유의적인 상승, 체온의 저하 및 혈중 중성지질의 상승을 확인하였으며, 10% 라벤더 오일을 30분간 흡

입 한 경우, 혈청 코티졸 농도 상승 및 체온 저하가 유의적으로 억제되어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가장 좋았다.

한편 혈중 중성지질의 증가 억제효과는 실버퍼 오일 흡입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폭넓게 사

용되는 정유를 이용하여 정유 향 흡입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측정 함으로서 앞으로의 연구와 활용에 대한 기본

적인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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