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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manufacturingprocessandefficacyofsoap,sprayand
lotionusing  Chamaecyparisobtusaessentialoilfor

improvementofatopicskinsymptoms.

Lim,Geum-Sook
Advisor:Prof.Moon,KyungRyeM.D.,Ph.D.
Departmen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Thisstudywasconductedon40patientswithatopicdermatitisinGwangju
andJeonnam areasfrom September1stto30th,2007.Patientswhohadnot
beenonsteroidoranti-histaminemedication,orallergydepressantsandwith
no otherskin diseases butatopic dermatitis were carefully chosen forthe
experiment.
ThepatientswereaskedtousesoapandmoisturizerbasedonChamaecyparis

obtusaessentialoilfortheexperimentperiod.Aftertheperiod,asurveyand
patientreportwereconductedtofindoutthefollowingresults.

1)70% ofatopicdermatitisbrokeoutwhenseasonschange,especially60%
didbetweentheautumnandthewinter.

2)35% patientssaidusingChamaecyparisobtusaessentialoil-basedsoapand
moisturizerremarkablyimprovedtheircondition,30% saidimproved,and2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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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improved.Intotal,over65% patientsshowedimprovementoftheirskin
condition.

3)The patients reported they saw improvements in itchiness (65%)and
dryness(27.5%)whicharethetwomostpainfulsymptomsofatopicdermatitis.
Thus,itcan beconcludedthatthesoapandmoisturizershowed significant
resultsintheimprovementofthedisease.

4)Inthequestionaskingforthebestmeritofthesoapandmoisturizer,65%
ofthepatientssaidtheefficacyandeffectsoftheproductand25% answered
safety.Theanswershowedthesoapandmoisturizergainedpatients'trustin
therespectoftheproduct'sefficacy,effects,andsafety.

Various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and reports showed that
ChamaecyparisobtusaEssentialoilhelpedtoimprovethesymptomsofatopic
dermatitis,especiallythetwomajorcomplaints,itchinessanddryness.Forsuch
asensitivediseaseasatopicdermatitis,itisbettertotakesmallstepsto
relieveitssymptomsbyusingsupplementaryproductforexternalapplication.A
furtherimprovementon thesymptoms and thediseaseitself,then,can be
expectedfrom theproduct'ssignificanteffectsonmoisturizingandprotect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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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지난 4월,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아토피피부염
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놀랍게도 약 30% 가량이 아토피 진단을 받았고 16%는
아토피 의심군으로 분류되었다.즉,전교생의 절반가량이 아토피의 위험에 노출되
어 있는 것이다.(KBS新 의학다큐멘터리 생로병사의 비밀.2007)아토피 피부염의 원
인과 병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유전적,환경적,면역학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
관되어 발병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Morren등,1994)
아토피 피부염은 영아나 유아기의 가장 흔한 피부 질환중의 하나로 최근 들어

발병률 및 유병률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피부과 외
래 환자 중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빈도는 2.3%에서 8.8%를 차지하며 영유아 및 소
아 환자의 경우 차지 빈도가 조사자에 따라 15.3%에서 23.5%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는 질환이다(이현정 등,1993).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흔한 피부염 정도로 13세 정도면 자연히 없어지

는 병 정도로만 인식 되었지만 최근 20-30년간 있어온 계속적인 증가는 환경의 변
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 되고 있다.일본의 경우,환경 오염도와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환자 수는 비례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10～20%까지 보
고 될 정도로 최근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니와 유키에,1999).
아토피(atopy)란 그리스어인 'a-topas'가 어원으로 특이한(strange)또는 부적당

한(out of plac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1923년 Coca와 Cooke는 유전적
(heredltary)소인에 의해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경우를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구분하
기 위해 아토피성 질환이라고 부르고 이들 질환에 이환되는 유전적 경향을 아토피
(atopy)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즉 아토피는 알레르기 질환의 일종이지만 “유전적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차이가 있다 (신채윤,2004).
그러나 통계를 살펴보면 아토피는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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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증가하는 일종의 환경성 질환이며(김영호,2002)아토피는 성장하면서 약
70% 정도에서 호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토피의 가족력
이 있는 경우,천식 등의 호흡기 아토피 질환이 동반된 경우,피부염이 심한 경우,
늦게 발병한 경우에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rren등,
1994).
아토피성 피부염은 심한 소양감과 특징적인 습진성 피부병변을 나타내는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만성 재발성이며,주로 소유아기에 발병하는 아토피(atopy)질환의
하나이다.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나타나는 심한 소양감은 환경 적응 능력,활동력 및

작업 능률의 감소,불면증,정서 장애등을 초래할 수 있고 색소 침착이 동반된 습
진성 피부 병변은 피부 추형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대인 관계나 사회 활동에 지장
을 줄 수 있으며,건조하고 자극에 민감한 환자의 피부는 흔히 자극성 접촉 피부염
을 일으켜 직업 선택에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모든 질병은 시대와 더불어 그 유
형이 변하고 있는데,특히 알레르기는 현대 물질문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아토피 질환이 음식 첨가제나 환경오염의 영향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확한 병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환경적,그리고 면역학적 요인이 복잡
하게 연관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Morrren등,1994).
아토피 피부염의 주된 치료 약물은 스테로이드제와 항히스타민제 및 면역 억제

제가 주로 쓰인다.이러한 약물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대표적인 약물로
세균으로부터의 2차 감염을 막고 증상을 호전시켜 더 이상의 병을 악화를 막는데
필수적으로 교과서적인 약물이다(최성곤,2003).
이중 스테로이드제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아토피 피부염,건선,지

루성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부작용
을 초래 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으로는 국소적으로 팽창 건조,피부 위축,귀주위 피부염,

여드름,자반증,모세혈관 확장증,접촉 피부염 등이 있고 전신적 부작용으로는 소
아에게 성장 부진을 가져올 수 있고 의인성 쿠싱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눈
주위에 도포 할 경우 백내장,녹내장도 발생할 수 있는 것(한국 소비자 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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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에도 당뇨나 고혈압이 생기거나 이러한 질환이 악화 되는 경우가 있

었으며 월안,체간비대,피부건조,다모증 등의 임상소견과 전해질 및 수분대사 등
여러가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다.이러한 고통 이외에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잦은 재발로 인한 치료 시간의 증가로 사회 활동 시간을 빼앗기는 정신적 스트레
스와 피부의 태선화 및 색소침착 등 외모에 대한 고민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문상은,2006)
대부분 환자들은 이 스테로이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약물에 대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효과도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최성곤,2003).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합성화학 물질의 부작용과 침습성이 인식되어지면서 자연

치유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 다양한 대체의학적인 방법들이 단독 또는 병용되어
복합적으로 새로운 치료법들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또한 아로마 오일의 약
리적인 효능들이 규명되어 가면서 아로마테라피는 Aromacology, Scientific
Aromateraohy라는 새로운 분야로 급부상 하게 되었다(김정진 등,2003).
한편,Kusmirek(1992)은 “아로마테라피의 대중적 사용은 학술 연구를 능가한다”

고 아로마테라피의 급격한 성장을 문제점으로 간주했다.
Janssen(1987)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많은 문헌 고찰을 통해 에센셜

오일들이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각 시행 방법의 차이로 인해 정량화하는 것
이 어렵다고 보고하였고 Tisserand(1998)는 그의 저서 “TheArtofAromatherapy"
에서 에센셜 오일의 적절한 사용은 면역계를 자극한다고 말하였고
Buchbauer(1993)은 동물 실험을 통해 에센셜 오일이 진정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양기숙,2007).

이에 본 연구자는 아토피염을 가진 환자들에게 독성평가 결과 무독성으로 알려
졌으며 강한 살균작용과 독특한 향기로 심신의 안정을 주며,스트레스 완화 작용과
면역기능을 증대 시키고 알레르기 및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톤
치드(phytoncide)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된 편백 정유(Chamaecyparis
obtusaEssentialoil)를 주성분으로 한 세정용 천연 고형 비누와 액상 스프레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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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테롤,세라마이드,지방산을 혼합한 유액(로션)제품 (Ato-cide)등 기능성 화
장품을 제조하여 4주간 환부에 도포하여 외용 치료제로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
해 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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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본본본론론론

AAA...편편편백백백 정정정유유유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편백나무(ChamaecyparisobtusaEndlicher)는 열대 수종으로 일본에 자생하며 우
리나라는 남쪽 지방에 잘 생육하며 편백나무 정유에는 많은 종류의 테르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편백의 정유의 성분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조
종수 등,2007).
이 수종은 상록 교목으로서 높이40m 지름2m까지 자라고 수피는 홍갈색이며 편

백나무는 주로 조림용이나 관상수 방풍목으로 이용되어 왔다(김태욱,1996).
일반적으로 정유는 terpene,alcohol,aldehyde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복합화합물로

서 이런 복합물질로 구성된 성분들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광범위한 효능을 갖고 있
다.정유 성분 중 일부분은 약간의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정유에는 많은 유효한 성
질과 성분을 갖고 있다.정유 성분에 의한 효능은 항염증성,살균성,식욕증진,건
위,강장성,순환촉진성,탈취성,거담성,살충성,신경안정성 등이 현재 알려지고
있다(MishraAK andDubeyNK,1994).
진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정유 성분에는 keton과 terpene그리고

phenolicether가 주로 함유 되어 있다(Price등,1995).
편백나무의 정유 성분의 특성이나 조성에 관해서는 일본산 및 대만산 편백나무

를 중심으로 연구 되어져 있으며,이들의 주요 구성성분은 monoterpene류와
sesquiterpene류인 것으로 밝혀졌다(Hayashi등,1964).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에 부응이라도 하는 듯 여러 가지 자연에 존재하는

식물들로부터 추출한 향을 이용한 방향요법(아로마테라피)및 꽃,열매,씨앗,나뭇
잎,나무껍질과 뿌리 등에서 추출한 정유(精油,essentialoil)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
용하여 인간의 신체는 물론 정서 순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효능을 발휘케 함으로써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다(이근광,1999).
편백정유는 아토피,알레르기 등 각종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는 집먼지진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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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이들 피부질환에서 가장 괴로운 증상인
가려움증을 크게 경감 시켜준다(김영용,2006).
일본어로 ‘히노끼’라 불리는 편백나무는 피톤치드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무로

밝혀졌다.소나무보다 3~4배나 많다고 한다.편백나무 다음으로 피톤치드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 특산물로서 한라산,지리산,덕유산 등지의 1,000m 이상 고지대에만
자생하는 구상나무다.피톤치드는 방충,살균 효과가 뛰어나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피부질환에 탁월한 효험이 있다.그뿐만 아니라 공기를 정화해 냄새를 없애며 사람
의 감각계통을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도 있다(경향
신문사,2007).
피톤치드(Phytoncide)는 그리스어로 ‘식물’을 의미하는 Phyton=Plant(식물)‘살균

력’을 의미하는 Cide=Killer(살인자)를 합성한 말로써 “식물이 분비하는 살균물질”
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1930년 레닌그라드 대학의 토킹(Tokin)교수가 마늘이나 양파,소나무

등에서 나오는 냄새나는 물질이 아메바 등 원생동물과 장티푸스,이질,결핵균 등
을 죽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피톤시드라고 명명
한 이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토킹,카미야마 게이죠,1983).
그렇다면 수목은 무슨 이유로 피톤치드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수목이 광합성을

행하는 것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서 인간이 식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광합성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탄산가스와 물로부터 탄수화물을 만들
고 산소를 방출한다.그러나 수목은 2차적으로 피톤치드와 같은 성분을 만들어 낸
다.이 피톤치드가 수목 자신을 보호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다른
식물에 대한 생장저해작용,곤충이나 동물로부터 줄기나 잎을 보호하기 위한 섭식
저해작용,곤충이나 미생물에 대하여 기피 유인 살충작용을 하거나 병원균에 감염
되지 않도록 살균작용을 행하는 등 실제로 그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미야자키 요시
후미,1994).
피톤치드는 수목이 생산해내는 휘발성 물질로 그 주성분은 테르펜(terpene)이라

는 유기화합물이다.숲에 가면 머리가 맑아지고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을 주는 것도
테르펜이 함유된 피톤치드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알파파란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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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발생되는 뇌파로서 명상파라고도
한다.이 상태는 심신이 안정되어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도 증가하는 것은 물론
여유로운 마음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다(이종찬,2004).
숲의 나무에서 발산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인 테르펜이 휘산되어 있는 상태의

대기에 인간이 접하는 것을 삼림욕이라 부르고 있다.피톤치드는 우리들의 몸을 쾌
적하게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항균,방충,소취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나무향
에 지나지 않는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피톤치드이다.산림이나 나무에는 신비하
고 불가사의한 매력이 숨겨져 있다.이것을 일컬어 ‘산림의 정기(精氣)’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강하영,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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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피피피톤톤톤치치치드드드의의의 효효효과과과

피톤치드가 다른 생물에게는 공격적으로 작용하지만 인체에 대해서는 유익하며
우리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작용한다.식물체 내에서 피톤치드가 하는 역할을 응용
(modification)하여 그 기능성을 우리 일상생활에 도입함으로서 다양한 효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피톤치드가 주는 효과를 크게 나누면 다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강하영,
2003).
<표 1>피톤치드의 효과

적감
산림욕의 쾌적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자율신경의 안정에

효과적이며,간기능을 개선하거나 잠을 잘 자게 한다는 사실도 알려
져 있다.

소취․탈취

산림내에 가면 악취의 원인이 되는 동물의 사체나 썩은 나무 등이
있는데도 상쾌한 공기를 느낄 수 있다.산림에는 공기를 정화하거나
악취를 없애는 기능이 있다.이러한 소취작용은 주변의 생활취에도
효과적이다.

항균․방충

식품의 방부,살균을 비롯하여 방이나 욕실의 곰팡이,집먼지진드기
등의 방충에도 효과적이다.항균작용은 인체를 좀먹는 병원균에도 유
효하다.인체에 안전한 천연물이므로 부작용의 염려가 없으며 온화하
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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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수수수종종종별별별 피피피톤톤톤치치치드드드
피톤치드는 어떤 특정한 화학성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숲의 식물이 만들어

내는 정유를 포함한 테르펜 물질과 살균작용을 하는 모든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이
다.모든 수목은 피톤치드를 발산한다.그러나 각각의 나무가 분사하는 피톤치드의
양은 물론이고 피톤치드의 성질과 특성 또한 모두 다르며 기능면에서도 확연한 차
이가 있다.피톤치드의 효과는 14세기 후반 흑사병(페스트)이 전 유럽을 강타했을
때도 입증 한 바 있다.당시 향료원료인 꽃 재배 농민들과 향료공장 가공업자들은
신기하게도 페스트 감염에서 집단으로 안전하게 살아남았다.또한 생선 횟집에서
생선회를 주문하면 접시에 각종 채소가 담겨져 나온다.또 솔잎을 넣고 찌는 송편
이나 파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의 잎을 활용하는 예가 많다.이는 음식물에
식물의 고유한 향기를 배이게 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이용
한 것이다(http://www.forestkorea.org).수종별 피톤치드의 양을 비교해 보면 잡목
이나 활엽수보다는 소나무,잣나무,편백나무 같은 침엽수에서 훨씬 많은 피톤치드
가 발생된다.침엽수는 활엽수에 비해 2배 이상의 피톤치드를 생산하는 것으로 측
정되고 있다(박재철,1991).

국내산 침엽수 잎의 정유량 함량은 다음과 같다

<표 2>침엽수 잎의 피톤치드 함량 (단위ml/100g)

.

수   수   수   수   종종종종 여  여  여  여  름 름 름 름 겨  겨  겨  겨  울울울울

전나무 2.9 3.3
구상나무 3.9 4.8

소나무 1.7 1.3

잣나무 1.6 2.1

리기다 소나무 0.7 0.8

삼나무 3.6 4.0

편백나무 5.2 5.5

화백나무 3.1 3.3

향나무 1.8 1.4

측백나무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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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수수수종종종별별별 테테테르르르펜펜펜의의의 약약약리리리작작작용용용
피톤치드를 구성하는 것이 테르펜 물질이라면 테르펜 생산량이 많은 숲이 그만

큼 피톤치드의 효과도 크다.숲의 향기가 소나무 향기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나라 숲의 경우 테르펜의 주요 발생원이 소나무류이기 때문이다.피톤치드의
하루 발산량은 침엽수림에서 약30kg/ha정도인데 활엽수림에서는 2~3kg/ha정도
발생한다(박재철,1991).
수종별 테르펜의 약리작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수종별 테르펜 약리작용

과 명 수 종 약 리 작 용

너도밤나무 밤나무.구실잣밤나무
소독제.가려움증 치료.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고혈압 치료에 유효
삼 나 무 과 삼나무 디프테리아 치료

소나무과 소나무.해송.솔송나무.낙엽송.
가문비나무.잣나무

동맥경화 예방
디프테리아 치료

편 백 과 편백.나한백.노간주나무.화백 요로소독과 임병치료
소염.진정.진해작용

녹나무과 녹나무 중추신경흥분.국소자극
벼 과 대나무.갈대.참억세 진토.이뇨제
운향과 밀감나무 방향성 건위제
소철과 소철 통경.강장.불로장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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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편편편백백백의의의 독독독성성성 실실실험험험
국내에서 생산되는 정유의 독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경구 투여에 의한

독성실험은 체중 1kg당 2g의 물질을 투여하는 것을 기준치로 삼지만 이 실험에서
는 LD50치(Lethaldose50%:실험동물의 50% 죽이는 물질의 중량)를 구하고 급성
독성 실험의 일반적인 최고 용량에 해당하는 5g/kg을 쥐에 경구 투여 실험 하였다.
<표 4>편백의 독성 실험

5g/kg 투여시 LD50치 평 가
소나무 80% 마우스 사망 3.5G 저독성 물질
잣나무 모든 마우스 생존 12.0G 무독성 물질
편백나무 모든 마우스 생존 8.5G 무독성 물질
화백나무 모든 마우스 생존 9.5G 무독성 물질

<표 5>혈청 화학적 검사

5g/kg투여시 혈청 화학적 검사
소나무 ALP의 유의성 증가
잣나무 변화 없음
편백나무 변화 없음
화백나무 ALP의 유의성 있는 증가

<표4,5>와 같이 주요 침엽수의 정유에 대한 독성 실험 결과 편백나무와 잣나무
정유가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왔다.이는 경구 투여 결과로서 먹어도 인체에 해롭
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따라서 정유를 희석하거나 휘산시켜 흡입 할 경우의 안
정성을 입증 해 주고 있다(임업연구원,충북대 동물 의학 연구소 공동,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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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항항항균균균성성성 및및및 항항항진진진균균균성성성 실실실험험험
각종 균에 대한 편백정유의 살균력을 시중 약물(항생제,항진균제)의 살균력과

비교할 수 있도록 배양된 균이 있는 배지에 약물과 편백정유를 각각 처치한 뒤,살
균의 범위를 나타내는 원형 환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수치는 대조약물과 편백정유 희석액의 각 균에 대한 살균력을 비교한 수치이며,대
조약물은 항생제 chloramphenicol,항진균제 Terbinaline이다.

<표 6>편백의 항균성 및 항진균성 실험

병 균 살균효과(%) 비 고
리스테리아균 60 식중독,수막염,임산부의 유산
황색 포도상구균 60 화농,중이염,방광염,식중독,각종 염증
항생제 내성
포도상구균

50 일명 수퍼박테리아,벤코마이신에 내성이 있는 균

레지오넬라균 95 폐렴,고열,설사 유발.가습기 냉각탑으로 전염
캔디나균 80 여성 질염,가려움증,아구창

충북대 동물의학 연구소의 실험 결과,편백정유는 각종 균에 대한 살균효과도 탁
월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6>.
특히 주목할 점은 편백정유는 이처럼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면서도기존의 항생제

와는 달리 내성이 없다는 점이다.항생제 남용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피톤치드를
통한 자연치유력 효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충북대 동물의학연구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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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공공공중중중 부부부유유유균균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균균균 생생생육육육 억억억제제제 시시시험험험
편백 잎 정유를 이용하여 공중 부양균에 대한 균생육 억제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無)처리구에서는 무수한 균이 침투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편백 잎 정유를 처리한 시험구에서는 전혀 균이 침투하지 않
은 점을 미루어 볼 때 편백잎 정유의 항균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조종수
등,2007).
<그림 1>공중 부양균에 대한 균생육 억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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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피피피톤톤톤치치치드드드의의의 모모모낭낭낭충충충 제제제거거거 효효효과과과
남녀 구분 없이 70명을 대상으로 각각 35명씩 피톤치드 대상군과 일반 제품 대

조군으로 나누어 모낭충을 채취하여 35명은 피톤치드가 함유된 마스크 팩을,대조
군에게는 피톤치드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 팩을 각각 5주 동안 주 2회 반드
시 사용하도록 하였다.실험 참가자들에게 다른 화장품 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실험 전 70명의 전체 모낭충 마릿수를 기록하고 5주 후에 다시 모낭충을 채취하여
마릿수를 기록하였다.
<표 7>피톤치드 대상군 평균 모낭충 감소율

실험 전 평균 모낭충 마리수 5주후 모낭충 마리수 평균 감소율피지선 모근

Forehead Nose Hairline 피지선
합계

감소율 모근내
합계

감소율

4.91 5.46 3.43 2.89 72% 1.09 68%

<표 8>일반 대조군 평균 모낭충 감소율

실험 전 평균 모낭충 마리수
5주후 모낭충 마리수 평균 감소율

피지선 모근

Forehead Nose Hairline 피지선
합계

감소율 모근내
합계

감소율

4.34 5.46 3.14 9.69 0.01% 3.00 0.01%

5주 후 실험결과 피톤치드 대상군 35명에게 있어서 처음 전체 모낭충 마리수
483마리가 139마리로 감소되는 약 70%의 억제율 효과를 본 반면,일반 팩을 사용
한 대조군에서는 처음 전체 모낭충 숫자에서 약 0.01%의 감소율을 보여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아토피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피부 감염 모낭충 제거에 피톤치드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이종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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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피부 모낭충



- 16 -

ggg...알알알레레레르르르기기기 예예예방방방 효효효과과과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을 가진 사람의 혈액 중에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면역 IgE

에 속하는 항체를 보일 때가 많다는 점에서 추측되고 있다.집먼지진드기를 알레르
겐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집먼지진드기에 대해 실은 피톤치드가 뛰어난 번식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편백이나 삼나무 목분(木粉)중에서 집먼지진드기를 사
육하면 번식이 억제되나 정유를 추출한 목분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또 정유를 함유하지 않은 톱밥에 나한백 재유를 첨가하여 집먼지진드기의 번식
을 관찰한 결과 강력한 억제효과가 확인되었다.편백 정유는 아토피,알레르기 등
각종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는 집먼지진드기 생육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피부질환에서 가장 괴로운 증상인 가려움증을 크게 경감 시켜준다.피톤치
드가 알레르기의 커다란 원인인 집먼지진드기의 번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이다(강하영,2003).
<표 9>집먼지진드기의 피톤치드섬유 기피율(%)

집먼지진드기 종류 실 험 방 법
침입 저지법 확산 저지법 시험관법

큰다리먼지진드기 83.2~89.4 84.9~87.7 92.4~94.2
세로무늬 먼지 진드기 83.4~88.3 85.9~89.1 94.9~96.1

피톤치드 마이크로캡슐로 만든 섬유에서는 약 95%의 집먼지진드기가 피톤치드
를 기피하여 도망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집먼지진드기는 사체와 배설물의
분진이 피부와 호흡기 계통에 작용하여 아토피나 알러지,알레르기성 비염,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집먼지진드기를 죽이지 않고도 그 생육을 획기적
으로 저해한다는 의미는 크다(한국의류시험연구원,2003).
현재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집먼드기와 알레르기 문제는 1964년에 네델란드

의사 부르호르트(Voorhorst)가 <진드기가 집먼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물질인
알레르겐의 생산자인가>라는 논문을 발표 하면서 처음으로 제기 되었다.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집먼지 진드기는 무겁기 때문에 공기중에서 호흡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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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되는 없지만 아토피 환자의 피부에 암컷을 한 마리 올려 놓는것만으로도 염
증이 발생 했다는 보고가 있다(미야자키 요시후미,2007).
<그림 3>집먼지 진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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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호호호르르르몬몬몬인인인 코코코르르르티티티솔솔솔 감감감소소소효효효과과과
실험용 쥐에게 110볼트의 전류를 0.03초 동안 3초 간격으로 1분간 흘려보내 전기

자극을 가하여 스트레스를 높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이 때 4종의 침엽수 정유를 기화 시켜 쥐에게 각각 흡입시킨 뒤 코
르티솔의 혈중 농도 변화를 측정 하였다.
<표 10>전기자극 후 쥐의 혈중 코르티솔 농도변화

자극전 자극후 정유 흡입후
코르티솔 농도 감소율(%)

4.7ng/ml 73.8ng.ml

소나무 60ng/ml 19%
잣나무 40ng/ml 46%
편백나무 35ng/ml 53%
화백나무 50ng/ml 33%

침엽수림에 들어가 산림욕을 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기분이
든다는 경험적인 내용이 실험에 의해 입증된 것이다.특히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
이자 인체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의약품이 아직
까지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자연 물질인 피톤치드가 발휘하는
획기적인 효능으로 평가되고 있다.침엽수 중에서도 편백나무 피톤치드는 코르티솔
농도를 절반 이하로 감소시켜 가장 뛰어난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임
업연구원,충북대 동물의학연구소 공동,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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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편편편백백백정정정유유유의의의 혈혈혈압압압과과과 작작작업업업능능능률률률 측측측정정정
대만 편백나무,오이게놀(Eugenol),오렌지 껍질에서 추출한 향기 물질을 대상으

로 향기 흡입 후의 혈압과 작업 능률을 측정했다.그 결과 <그림 4>에 나타난 것
과 같이 자연감을 강하게 느꼈던 대만 편백 정유가 혈압을 저하시켰다.반대로 오
이게놀은 맥박수를 증가시켰다.<그림 5> 스트레스 상태를 유발 시킨 것이다.그
리고 대만 편백 정유는 작업 능률도 향상시켰다.반대로 스트레스 상태를 유발시킨
오이게놀은 작업 능률을 저하 시켰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이완 효과를 느낄 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작업 능률을 향상

시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미야자키외,1992).

<그림 4> 대만 편백나무의 정유의
향에 의한 수축기혈압

<<<그그그림림림 555>>> 대 만편백나무 정유의
향에 의한 작업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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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연연연구구구 문문문제제제

본 연구의 문제로는 스트레스 완화 작용과 면역기능을 증대 시키고 알레르기 및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톤치드(phytoncide)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된 편백 정유(ChamaecyparisobtusaEssentialoil)를 주성분으로 한
세정용 천연비누와 액상 스프레이,콜레스테롤,세라마이드,지방산을 혼합한 유액
(로션)제품 (Ato-cide)을 피부건조증,짓무름증,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아토피 피부
염 환자의 환부에 4주간 도포하게 하여 외용 치료 보조용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안정성과 아토피 증상이 개선되는 효능을 검증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로는

첫째,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적용한 편백 정유를 주성분으로 한 천연 고형 비
누와 tm프레이,아토치드 로션의 안정성과 아토피 증상의 개선 효능에 대해 알아
본다.

둘째,아토피 환우들에게 가장 큰 고통인 가려움증과 보습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
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의 활용 방안과 부작용을 최소화 시킨 천연 기
능성 화장품 개발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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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기기기간간간

본 연구는 2007년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연구자의
선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남녀노소를 구분 하지 않은 40명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를 대상으로 했다.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록 1의 아토피성 자가 진단 테스트는 서울의 S한의원의 진단 테스트에 의해서

수정 보완된 테스트의 20문항 중 1～5개 초기 아토피 피부염,6～10개 중증 아토피
11개 이상은 심한 아토피로 하였으며,중증 아토피인 사람 4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1)아토피 자가 진단 테스트의 20문항 중 11문항 이상인 사람
(2)연구 기간중 스테로이드제 또는 항히스타민제,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

은 사람
(3)아토피 피부염 외에 다른 피부 질환이 없는 사람

대상자에 대해 부록 2의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편백 정유를 이용하여 제
조한 아토치드 비누와 아토치드 스프레이 아토치드 로션을 사용하게 한 후 부록 3
의 설문과 사례 발표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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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시시시험험험 제제제품품품의의의 조조조성성성

아토피성 피부에서 알레르기 및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편백 정
유(ChamaecyparisobtusaEssentialoil)를 주성분으로 한 세정용 천연 비누와 액상
스프레이,콜레스테롤,세라마이드,지방산을 혼합한 유액(로션)제품 (Ato-cide)의
조성은 다음과같으며 스트레스 완화 작용과 면역기능을 증대 시키는 피톤치드
(phytoncide)의 성분이 다량 함유하고 있다.

(((111)))아아아토토토치치치드드드 비비비누누누(((AAAtttooo---ccciiidddeeeSSSoooaaappp)))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천연 비누인 아토치드 비누의 제조에 대한 성

분비를 <표 11>에 나타내었다.
<표 11>CompositionofAto-cideSoap

Composition Soap base

Essentialoil Additive

Chamaecyparis
obtusaEssentialoilOliveLiquid Glycerin

Amount 80g 0.8g 0.8g 3g

(((222)))...아아아토토토치치치드드드 스스스프프프레레레이이이(((AAAtttooo---ccciiidddeeeSSSppprrraaayyy)))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액상 스프레이인 아토치드스프레이(Ato-cide

spray) 의 제조에 대한 성분비를 <표 12>에 나타내었다.
<표 12>CompositionofAto-cideSpray

Composition Camomile
Water

Essentialoil Additive

Chamaecyparis
obtusaEssentialoilOliveLiquid Glycerin

Amount 85g 1ml 2ml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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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아아아토토토치치치드드드 로로로션션션(((AAAtttooo---ccciiidddeeeLLLoootttiiiooonnn)))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액상 로션인 아토치드 로션(Ato-cideLotion)의

제조에 대한 성분비를 <표 13>에 나타내었다.
<표 13>CompositionofAto-cideLotion

Composition Amount Percentage(%)
CamomileWater 75g 75%

BaseOil
CamelliaOil 3g 3%
Neem Oil 3g 3%

EveningPrimroseOil 5g 5%

EmulsifyingAgent
OliveWax 3g 3%
CetylAcohol 2g 2%

EssentialOil
Chamaecyparisobtusa

Essentialoil 1g 1%

Additive

Glycerin 2g 2%
VitaminE 1g 1%

CeramideLiquid 2g 2%
Allantoin 1g 1%
VitaminB5 2g 2%

100g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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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제제제조조조 과과과정정정

(((111)))아아아토토토치치치드드드 비비비누누누(((AAAtttooo---ccciiidddeeeSSSoooaaappp)))
(a)재료 :비누베이스 :80g,e/o:편백 정유 1g,

첨가물-편백 파우더 0.8g,글리세린 1g
(b)준비도구 :핫 플레이트,스테인레스,비이커,전자저울,비누몰드,주걱
(c)제조 방법
① 비누베이스 80g을 내열 유리에 잘게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 담는다.
② 비누베이스에 열을 서서히 가해 물처럼 녹인다.
③ 1～3분정도 식힌 다음 녹인 비누 베이스에 편백 정유 1g,편백 파우더
1g,글리세린 1g의 비율로 녹인 비누 베이스에 넣는다.

④ 비누 틀에 부어 굳힌 다음 빼내 사용한다.

제조 과정을 <그림 6>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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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아토치드 비누(Ato-cideSoap)제조 과정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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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아아아토토토치치치드드드 스스스프프프레레레이이이(((AAAtttooo---ccciiidddeeeSSSppprrraaayyy)))
(a)재료 :수상층 :카모마일 워터 85ml,e/o:편백 정유 1ml

첨가물 :올리브 리퀴드 2ml,글리세린 1g
(b)준비도구 :비이커,온도계,중탕기,전자저울
(c)제조 방법
① 소독한 비이커에 편백정유와 올리브 리퀴드를 넣어 섞는다.
② 카모마일 워터 85ml를 ①에 섞는다.
③ ②에 글리세린을 넣고 잘 저어 준다.
④ 소독한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실험에 사용한다.

제조 과정을 <그림 7>에 나타 내었다.

<그림 7>아토치드 스프레이(Ato-cideSpray)제조 과정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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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아아아토토토치치치드드드 로로로션션션(((AAAtttooo---ccciiidddeeeLLLoootttiiiooonnn)))
(a)재료 :수상층 :카모마일 워터 75ml,유상층 :님 오오일 3g,달맞이 오일

5g,동백 오일 3g
유화제 :세틸 알콜 2g,올리브 유화왁스 3g
첨가물 :알란토인 1g,글리세린 2g,세라마이드 2g,판테놀 2g,비

만민 E1g,e/o: 편백정유 1g
(b)준비도구 :비이커A,비이커B,온도계,중탕기.실리콘 주걱,미니 블렌더
(c)제조 방법
① 소독한 비이커 A에 유상층과 유화제를 넣어 중탕시켜 유화제를 녹인다(7
5℃정도)

② 소독한 비이커 B에 카모마일 워터 85ml를 넣어 온도를 75℃까지 올린다.
③ ①이 녹으면 ①과 ②를 섞어 블렌더를 사용하여 잘 저어 준다.
④ ③에 첨가물을 넣어 잘 저어 준다.
⑤ ④의 온도가 45도가 될 때까지 잘 저어 준 다음 편백 정유를 넣어 잘 저어
준다.

⑥ 소독한 로션 공 용기에 담아 실험에 사용한다.

제조 과정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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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아토치드 로션(Ato-cideLotion)제조 과정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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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및및및 해해해석석석

AAA...사사사전전전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

본 연구의 대상자를 총 42명을 선정 하였으나 1명은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탈락
하였고 1명은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해 제품 도포 실험을 중지 하였다.
실험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 14>나타내었다.
실험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성별로는 40명중 남 19명(47.5%)여 21명

(52.5%)으로 여자가 많았으며,연령으로는 3~7세가 11명(27.5%)8~13세가 7명
(17.5%)14세이상이 22명(55.0%)으로 14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그리고 종교로는
불교가 5명(12.5%)기독교가 9명(12.5%)천주교가 5명(12.5%)기타가 21명(52.5%)
으로 기타가 가장 많았다.
혈액행별로는 A형이 6명(15.0%)B형이 10명(25.0%)O형은 18명(45.0%)AB형이

6명(15.0%)로 O형이 가장 많았고,체격별로는 매우 마른편이 7명(17.5%)마른편이
12명(30.0%)보통이 13명(32.5%)큰편이 6명(15.0%)매우 큰편이 2명(5.0%)로 보통
체격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으로는 학생이 25명(62.5%)봉급 생활자가 7명(17.5%)기타가 8명(20.0%)로

학생이 62.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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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실험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NNN %%%

연령
3~7세 11 27.5
8~13세 7 17.5
14세이상 22 55

성별 남자 19 47.5
여자 21 52.5

종교

불교 5 12.5
기독교 9 22.5
천주교 5 12.5
유교 0 0
기타 21 52.5

혈액형

A형 6 15.0
B형 10 25.0
O형 18 45.0
AB형 6 15.0

체격

매우 마른 편 7 17.5
마른 편 12 30.0
보통 13 32.5
큰 편 6 15.0

매우 큰 편 2 5.0

직업

학생 25 62.5
봉급생활자 7 17.5
자영업 0 0
기타 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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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계계계절절절이이이 아아아토토토피피피성성성 피피피부부부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표 15>계절이 아토피성 피부에 미치는 영향

환환환경경경요요요인인인 NNN %%%

아토피가 심한
계절

봄 1 2.5
여름 1 2.5
가을 3 7.5
겨울 7 17.5
환절기 28 70.0

아토피가 심한
환절기(환절기
해당자)

봄과 여름 사이 1 3.3
여름과 가을 사이 0 0
가을과 겨울 사이 18 60.0
겨울과 봄 사이 4 13.3

계절이 바뀔 때마다 7 23.3

계절이 아토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봄에 가장 심했다가 1명(2.5%),여름이 1명
(2.5%),가을이 3명(7.5%)겨울이7명(17.5%)환절기가 28명(70.0%)으로 가잘 높음
을 보여 주고 있다.
환절기 중에서는 봄과 여름사이가 1명(3.3%),여름과 가을 사이가 0명(0%),가을과
겨울 사이가18명(60.0%),겨울과 봄사이가 4명(13.,3%),계절이 바뀔때마다가 7명으
로(23.3%)로 가을과 겨울 사이에 아토피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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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사사사용용용후후후 설설설문문문 조조조사사사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결결결과과과

<표 16>제품사용 성실도

제제제품품품 사사사용용용 성성성실실실도도도 NNN %%%

타제품 사용
사용하였다 3 7.5

사용하지 않았다 37 92.5

일일 사용량

100% 17 42.5
70% 14 35.0
50% 7 17.5
20% 2 5.0

제품 사용의 성실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타제품을 사용 하였다가 3명(7.5%) 사
용하지 않았다 37명(92.5%)으로 응답 하였다.
다른 제품을 사용 하였다.로 응답했던 3명을 재조사 한 결과 <연구 기간 중 스

테로이드제 또는 항히스타민제,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연구자의
선정 기준에 어긋나지 않은 일반 보습용 로션을 사용 하였다는 응답을 해 시험 대
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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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사사사용용용 후후후 효효효과과과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결결결과과과

<표 17>사용 후 효과에 관한 설문

제제제품품품 사사사용용용 후후후 효효효과과과 NNN %%%

제품도포 후 효과

매우 좋아졌다 14 35.0
좋아졌다 12 30.0

조금 좋아졌다 10 25.0
잘 모르겠다 3 7.5
더 심해졌다 1 2.5

제품이 개선되어
할 부분

보습력 지속 26 65.0
유분감 지속 5 12.5
향의 지속성 8 20.0
자극성 완화 0 0

도포한 제품의
가장 큰 효과

가려움증 개선 26 65.0
건조증 개선 11 27.5
짓무름증 개선 2 5.0
흉터완화 1 2.5

도포한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제품의 효능 효과 26 65.0
제품의 향 4 10.0
제품의 용기 0 0
제품의 안정성 10 25.0

사용 후 효과에 관한 질문에서는 매우 좋아졌다 14명(35.0%),좋아졌다12명
(30.0%),조금 좋아졌다 10명(25.0%)잘 모르겠다 3명(7.5%)더 심해졌다 1명(2.5%)
의 응답을 했다.65%이상의 대상자가 좋아졌다 라는 응답을 해 편백 정유의 비누,
스프레이,로션등의 효능이 매우 유의함을 보여 주고 있다.



- 34 -

제품의 개선 요구 사항에 관한 질문에서는 보습력의 지속 26명(65.0%),유분감의
지속 5명(12.5%),향의 지속성8명(20%),자극성 완화0명(0%)의 응답을 보였다.
이는 보습력의 지속이 65%의 높은 응답을 보인 원인은 계절적으로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8월쯤 제품 성분을 구성 하여 더위에 끈적이지 않도록 성분을 조성
했던 요인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거의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있는 심한 건조
증이 함께 작용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자극성의 완화의 질문에 0%의 응답을 보인 부분에서는 편백 정유의 제품이

마우스 경구 투여 실험에서 보여 준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토피성 피부에도 유의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연구자의 생각과 일치함을 보여 주었다.
도포했던 제품의 가장 큰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려움증 개선 26명(65.0%),

건조증 개선 11명(27.5%),짓무름증 개선 2명(5.0%),흉터완화 1명(2.5%)의 응답을
보였다.
이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인 심한 소양증을 보였던 결

과를 볼 때 편백 정유의 제품이 아토피성 피부의 환우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데 매
우 유의한 제품이라는 결론을 보여 주고 있다.
도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제품의 효능 효과 26명(65.0%),제

품의 향 4명(10.0%),제품의 용기 0명 (0%),제품의 안정성 10명(25.0%)의 응답을
보였다.
이는 제품의 안정성과 효능 효과에 대한 응답자들의 신뢰를 볼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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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사사사용용용후후후 효효효능능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례례례 111)))

아아아토토토치치치드드드 후후후 사사사례례례 발발발표표표

성성성 명명명 이 ** 성성성 별별별 남 나나나 이이이 8세

주주주 소소소 광주시 광산구

사사사용용용 제제제품품품
아 토 치 드 비
누,스프레이,
로션

촬촬촬영영영일일일
1차 촬영:9월 10일
2차촬영:9월 29일

<사례발표>

1차 촬영:9월 10일 사용 전 촬영을 부탁 하였으나 집에 카메라 없다하여 제품
사용 일주일 후 방문케 하여 촬영함,다른 부위는 일주일 만에 많이
진정된 상태였음

2차 촬영:9월 29일 군데 군데 약간의 흔적은 남아 있었으나 가렴움증,건조증
이 현저히 개선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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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사사사용용용후후후 효효효능능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례례례 222)))

아아아토토토치치치드드드 사사사용용용후후후 사사사례례례 발발발표표표
성성성 명명명 조 ** 성성성 별별별 여 나나나 이이이 27세
주주주 소소소 광주시 북구

사사사용용용 제제제품품품
아토치드비누,
스프레이,로션

촬촬촬영영영
1차 촬영 :9월 10일
2차 촬영 :9월 24일

<사례발표>

신체 전반에 거쳐 가려움증을 동반한 건조증을 호소.
편백 정유 제품중 스프레이를 뿌리고 난 후 가려움증이 가장 많이 진정 된다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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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아토피염을 가진 환자들에게 독성평가 결과 무독성으로 알려졌으며
강한 살균작용과 독특한 향기로 심신의 안정을 주며,스트레스 완화 작용과 면역기
능을 증대 시키고 알레르기 및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톤치드
(phytoncide)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된 편백 정유(Chamaecyparisobtusa
Essentialoil)를 주성분으로 한 세정용 천연 고형 비누와 액상 스프레이,유액(로
션)제품(Ato-cide)등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하여 2주간 환부에 도포하여 외용 치료
제로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편백정유의 아토피성 피부증상 개선에 다양한
제품 유형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편백 정유는 아토피,알레르기 등 각종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는 집먼지진드기 생

육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알레르기의 커다란 원인인 집먼지진드기
의 번식을 억제한다.이는 아토피 피부질환에서 가장 괴로운 증상인 가려움증을 크
게 경감 시켰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침엽수 중에서도 편백나무 피톤치드는 코르티솔 농도를 절반 이하로 감소시켜

가장 뛰어난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피톤치드는 자율신경의 안정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개선하거나 잠을 잘 자게 한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2003,
강하영).

수많은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진 환우들은 밤에 더더욱 심해지는 가려움증으로
불면을 호소한다.특히,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자 인체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리
는 주범이며,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의약품이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자연 물질인 피톤치드가 발휘하는 획기적인 효능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업연구원,충북대 동물의학연구소 공동,1998).

본 연구자의 연구 대상자중의 한 여고생은 연구 과정중 아토피 개선 반응에서
좋은 호전 반응을 보이다가 시험을 앞두고 급격히 악화 되는 증상을 보였다.이는
스트레스가 인체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고 아토피에 유해하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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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침엽수의 정유에 대한 독성 실험 결과 편백나무와 잣나무 정유가 가장 안
전한 것으로 나왔다.이는 경구 투여 결과로서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따라서 정유를 희석하거나 휘산시켜 흡입 할 경우의 안정성을 입증 해
주고 있다(임업연구원,충북대 동물 의학 연구소 공동,1998).
이는 도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을 묻는 질문에서 제품의 효능효과 65%라고 대

답한 응답자와 제품의 안정성 25.0%의 응답을 실험 참가자들의 답변과 유의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연구 고찰 결과를 통하여 편백 정유의 비누와 스프레이,로션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장 큰 고통인 가려움증을 부작용 없이 완화 시키고 코티졸 호르몬의
감소 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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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숲에 가면 머리가 맑아지고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을 주는 것도 테르펜이 함유된

피톤치드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피톤치드는 곰팡이균에도 모낭충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는 아토피성 피부 증상 개선을 위한 편백 정유(Chamaecyparisobtusa

Essentialoil)의 효능에 관한 연구로 비누와 스프레이,로션을 제조하여 2007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40명을 사전 테스트
에 의해 선정하여 매일 아침,저녁으로 1일 2회 사용토록 하여 설문지 답변과 사례
발표를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사용 후 효과에 관한 질문에서 매우 좋아졌다 14명(35.0%),좋아졌다12명(30.0%),

조금 좋아졌다 10명(25.0%),잘 모르겠다.3명(7.5%),더 심해졌다 1명(2.5%)의 응
답을 했고 65%이상의 대상자가 좋아졌다.라는 응답을 해 편백 정유의 비누와 스
프레이,로션등의 효능이 매우 유의함을 보여 주었고 제품의 개선 요구 사항에 관
한 질문에서는 보습력의 지속 26명(65.0%),유분감의 지속 5명(12.5%),향의 지속성
8명(20%),자극성 완화 0명(0%)의 응답을 보였다.
이는 보습력의 지속이 65%의 높은 응답을 보인 원인은 계절적으로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8월쯤 제품 성분을 구성 하여 더위에 끈적이지 않도록 성분을 조성
했던 요인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거의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있는 심한 건조
증이 함께 작용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자극성의 완화의 질문에 0%의 응답을 보인 부분에서는 편백 정유의 제품이

마우스 경구 투여 실험에서 보여 준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토피성 피부에도 유의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연구자의 생각과 일치함을 보여 주었다.
도포했던 제품의 가장 큰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려움증 개선 26명(65.0%),

건조증 개선 11명(27.5%),짓무름증 개선 2명(5.0%),흉터완화 1명(2.5%)의 응답을
보여 이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인 심한 소양증을 보였던
결과를 볼 때 편백 정유의 제품이 아토피성 피부의 환우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데
매우 유의한 제품이라는 결론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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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제품의 효능 효과 26명(65.0%),제
품의 향 4명(10.0%),제품의 용기 0명 (0%),제품의 안정성 10명(25.0%)의 응답을
보였다.
이는 제품의 안정성과 효능 효과에 대한 응답자들의 신뢰를 볼수 있었다.여러가

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들을 보면 편백정유( ChamaecyparisobtusaEssential
oil)가 아토피 증상 환우들의 가장 큰 고통으로 손꼽는 가려움증에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여러 가지 변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아
토피성 피부염의 특성으로 볼 때 완치 시킨다는 생각은 지향해야 하겠지만 치료
보조용 화장품으로의 유효성은 기대할만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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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AAA...아아아토토토피피피 자자자가가가진진진단단단 테테테스스스트트트

111...얼얼얼굴굴굴이이이나나나 목목목의의의 상상상태태태

gfedc  얼굴이 전체적으로 거칠고 빨갛다.

gfedc  이마,뺨,눈 주위에 부분적으로 각질이 생기거나 좁쌀 같은 것이 돋고 빨갛다.

gfedc  턱 아래 목이나 귀 밑,뒷목 등에 붉은 피부병변이 있으며,각질이 자주 생긴다.

gfedc  코밑이 잘 헐거나,입술과 턱이 빨갛거나,귓불이 짓물러서 갈라져 있다.

222...전전전신신신 피피피부부부의의의 상상상태태태

gfedc  등이나 가슴,배에 거칠고 좁쌀 같은 것이 돋고 부분적으로 붉게 되어 있다.

gfedc  겨드랑이나 팔의 접지부,무릎 안쪽 등이 거칠고 가렵다.

gfedc  엉덩이나 사타구니에 붉은 피부병변이 있다.

3.전전전반반반적적적인인인 피피피부부부의의의 상상상태태태

gfedc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거칠며,각질이 잘 생긴다.

gfedc  오톨도톨하게 좁쌀같은 것이 잘 생기고,가려워 자주 긁는다.

gfedc  자는 동안이나 무의식 중에 자주 긁거나 이불에 비비며,가려워 잠을 설친다.

4.알알알레레레르르르기기기 질질질환환환 여여여부부부
gfedc  특정 음식을 먹고 나면 몸이 가렵거나 피부병변이 나타난다.

gfedc  특정 약을 먹고 나면 몸에 피부병변이 빨갛게 돋아난다.

gfedc  특정 물질이 닿은 피부가 빨갛게 변한다.

gfedc  천식,알레르기성 비염,결막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

gfedc땀을 흘리면 피부가 가렵거나 따갑다.

gfedc수영장이나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나면 피부가 가렵거나 따갑다.

gfedc햇빛알레르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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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유유전전전적적적 요요요인인인

gfedc  부모 또는 가까운 친척 중에 알레르기 또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있다.

gfedc  부모님 중에 과거에 아토피 피부염을 겪은 분이 있다.

gfedc  어려서 태열을 겪었거나,아토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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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사사사전전전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에 재학중인 임금숙의
석사 논문인“아아아토토토피피피성성성 피피피부부부증증증상상상 개개개선선선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편편편백백백정정정유유유의의의 비비비누누누와와와 스스스프프프레레레
이이이,,,로로로션션션의의의 제제제조조조 및및및 효효효능능능”””의 설문으로 아토피의 유전적,환경적 원인을 조
사하고 아토피증상에 가장 효과적인 천연 비누와 보습제를 제조하여 제품을
직접 사용한 통계에 의해 최적의 효과를 낼수 있는 아토피 제품을 개발하고
자 하는 논문으로 이 질문지에 대한 내용은 학문 연구와 보다 효과적인 제
품 개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사적인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
장합니다.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 드리며 협조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7년 월 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임 금 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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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항목에 v표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입니다.

1.귀하의 연령은? 만 세

2.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귀하의 종교는?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없다 ⑥ 기타

4.귀하의 혈액형은?
①A형 ②B형 ③O형 ④AB형 ⑤기타

5.귀하의 체격은?
①보통 ②마른편 ③ 매우 마른편 ④큰편 ⑤매우 큰편

6.귀하의 직업은?
① 주부 ② 학생 ③ 전문기술직 ④ 공무원 ⑤ 회사원
⑥ 판매서비스업 ⑦ 기타

● 다음은 계절이 아토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7.일년중 아토피가 가장 심했던 계절은 언제였습니까?
①봄 ②여름 ③가을 ④겨울 ⑤환절기

8.환절기에 가장 심했다면 어느 계절에서 어느 계절 사이였습니까?
① 봄과 여름 사이 ② 여름과 가을 사이 ③ 가을과 겨울 사이
④ 겨울과 봄 사이 ⑤ 계절이 바뀔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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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사사사용용용후후후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 제품 사용의 성실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다른 제품을 사용 하였습니까?
① 사용 하였다. ② 사용하지 않았다.

2.1일2회 매일 사용 하셨고 사용 횟수에 따라 아래 항목에 구분하여 표시해 주세
요.
① 100% 사용했다. ② 70% 사용했다.
③ 50% 사용했다. ④ 20% 사용했다.

● 제품의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1.제품 도포후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①매우 좋아졌다.②좋아졌다.③조금 좋아졌다.
④ 잘 모르겠.다.⑤더 심해졌다

2.제품이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①보습력의 지속성 ②유분감의 지속성 ③ 향의 지속성 ④자극성 완화

3.도포하신 제품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가려움증 개선 ② 건조증 개선 ③ 짓무름증 개선 ④흉터 완화 ⑤ 기타( )

4.도포하신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제품의 효능 효과 ② 제품의 향 ③ 제품의 용기 ④제품의 안전성 ⑤없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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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임 금 숙 (인)

조조조 선선선 대대대 학학학 교교교 총총총 장장장 귀귀귀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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