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CHOICE BETTER LIFE

ORGANIC ARGAN OIL
INCI Argania Spinosa Kernel oil
제조사

SANTIS

Origin Morocco(모로코)
Used part Organic organ seed

ARGAN OIL_Fountain of Youth
아르간 오일의 독특한 조성이 인체에 매우 효과적임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아르간 오일로 만들어진 스킨케어 제품은 Tocopherol이 매우 풍부하여 보습력이 뛰어나며 매우 희귀한 Sterol성분과 80%가 넘는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Free radical로부터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보호한다.
Reference : The healthy properties of Argan oil, The Moroccan gold, German immunologist Dr.Peter Schleicher

✔ Argan Tree(아르간 트리)

✔ Argan Nut(아르간 너트)

아르간(Argania spinosa)나무는 아프리카 최북부 모로코의 에사웨라인

수분이 없는 사막의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르간 나무

근 50Km 내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식물로 지하 30m의 수분을 찾을 수 있

의 너트는 비타민 E와 필수지방산을 다량 함유(불포화 지방산인 올레

을 정도로 깊이 뻗어있어서 아주 건조한 지방에서도 최소한의 수분으로 몇

인산과 리놀레산이 지방산의 80%를 구성)하여, 건조하거나 민감한

년동안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공기중의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주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강한 햇빛으로부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피부와 모발을 보호한다.

이 지역에 살고있는 베르베르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인

식물성 오일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스테롤 성분은 여드름, 탈모

아르간 나무는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20세기에 들어 아르간 숲이 절반이

증을 예방하고 트리테르펜과 폴리페놀 성분이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

상 사라지게 되었고 현재는 유네스코(UNESCO)에서 아르간 나무를 멸종

화예방, 탄력강화가 탁월하다. 다른 오일들에 비해 산화 안정성이 우수

위기에 처한 세계 자연 유산 리스트에 등재하였고 현재 모로코 정부에 의해

하다.

보호받고 있는 식물이다.

생산 공정
Properties
cold mechanical pressing
- Argan oil은 일반적으로 토코페롤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보다
Triple filtration of

Crushing & Screening

the vegetable oil

비타민 E가 2배 정도 함량이 높다.
- Argan oil은 올리브 오일보다 리놀레익산이 3배 더 많다.
- Argan tree는 빙하시대부터 자생한 지구 진화의 특징적인

Argan nuts reception

Injection of steam

유물로, 현재 모로코 남서부의 아트라스 사막의 경계지역에서 발견된다
- Argan oil은 항암성분을 가지고 있다. (Triterpene, Carotinoid)

Filtration

- Argan oil은 phytosterol이 풍부하다.
대략 7.6g/kg으로 예를 들어 sunflower oil 보다 2배 많은

Packing of
deodorized Argan oil

phytosterol을 함유한다.
- Argan oil은 80% 정도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올리익산(45%), 리놀레익산(35%)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르간 열매는 크고 둥근 올리브처럼 생겼지만,
기름은 매우 딱딱한 껍질에 쌓여있는 씨에서만 얻는다.
직접 손으로 껍질을 부숴 씨앗을 제거하고,
아르간 씨앗을 선별한 다음 저온압착 방식으로 오일을 추출한다.
보통 1리터의 오일을 얻기 위해서는 36kg의 아르간 너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