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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섬유 및 친수성 폴리유기실록산을 함유하는 캐어 또는메이크업 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케라틴 물질 예컨대 피부, 입술 또는 신체 외피 성장물용 캐어 (care) 또는 메이크업(make-up)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상기 조성물은 수(水)상에서 현탁된 적어도 부분가교된 고체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의 입자 및 

섬유를 함유하고, 상기 케라틴 물질상에 균질성 침적물을 제공하며, 동시에 부드러움 및 신선감을 제공한다. 상기 조

성물은, 특히, 얼굴 또는 신체 메이크업용 파운데이션, 또는 비지성 립스틱이다.

본 발명은 또한, 케라틴 물질용 캐어 또는 메이크업 조성물에서, 균질성 침적 및 신선감을 제공하기 위한, 수성상에서

현탁된 적어도 부분가교된 고체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의 입자 및 섬유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폴리유기실록산의 수성 분산액 및 섬유를 함유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상기 조성물은 미용품 및 피부

학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 특히, 본 발명은 케라틴 물질 예컨대 피부(두피, 얼굴 입술 및 신체 외피 성장물, 예컨대 인

간의 속눈썹, 눈썹, 손톱 및 모발 포함)의 캐어 및/또는 트리트먼트(treatment) 및/또는 메이크업에 적용한다. 상기 조

성물은 적용시 부드럽고 신선하며, 용이하게 퍼지고, 비점착성이며 피부 또는 입술을 건조시키지 않는다. 이의 고 매

트(matt)효과력으로 인해, 지성 피부에 매우 적합하다.

상기 조성물은 특히 스틱 또는 접시형으로서 캐스트(cast) 제품의 형태, 예컨대 립스틱 또는 입술용 크림(lip balm), 

캐스트 파운데이션, 콘실러(concealer) 제품, 방취제, 아이쉐도우 또는 얼굴용 파우더; 다소 유체 페이스트 또는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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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 예컨대 유체 파운데이션 또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캐어, 피부용 항일광 또는 착색 조성물, 신체용 

메이크업 조성물 또는 손톱 및 모발용 메이크업 조성물; 또는 수성 겔의 형태, 예컨대 트리트먼트 샴푸일 수 있다.

특히, 마스카라에서 연장 효과(참조. JP-A-57/158 714), "직물"감(참조. JP-A-7/196 440), 립스틱에서 섬유 효과 

또는 보습성(참조. 문헌 US-A-5 498 407) 또는 입술 모서리 상에서 립스틱의 윤곽 향상(참조. 문헌 EP-A-0 106 7

62)을 위해, 메이크업 제품에서 섬유를 이용하는 것은 공지된 실용이다. 불행하게도, 섬유를 조성물에 균질하게 덩어

리를 형성하지 않고 분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것은 착색된 조성물 및 특히 메이크업에서 통상 윤곽이 특히 선

명하지 않은 비균질성 및 상대적 비(非)미학성 메이크업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분산 어려움은 미용성이 일정하

지 않고 재생하기 어려운 조성물을 제공하여, 대규모 제조 및 제조 고비용의 문제를 수반한다.

인간의 피부 또는 입술용 메이크업 또는 캐어 제품, 예컨대 파운데이션 또는 립스틱은 통상 지방상, 예컨대 왁스 및 

오일, 안료 및/또는 충전제 및 임의로 첨가제, 예컨대 미용 또는 피부학적 활성제를 함유한다. 충전제는 통상 조성물의

조직을 변형시키는 작용을 하고, 특히 이것을 고형화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 및/또는 입술상에 침적된 조성물 필름에 

매트 효과를 제공하는 작용을 하고, 이것은 복합성 또는 지성 피부를 갖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열대 및 습식 기후의 

사용자에게 특히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으로, 안료는 통상 조성물을 착색시키는 작용을 한다. 불행하게도, 매트 효과

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충전제는 피부에 신선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반대로 건조감 뿐만 아니라 팽팽함 및 불편함을

제공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래서, 상기 단점을 갖지 않는 조성물, 및 특히 적용 동안 또는 시간 경과 후에 적용되는 피부 또는 입술을 건조시키

지 않는 조성물, 및 균질성, 미학성 캐어 또는 메이크업 효과, 및 신선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매트 효과를 제공하는 

조성물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주제는, 정확하게는, 상기 단점을 극복하는, 케라틴 섬유용 캐어 및/또는 트리트먼트 및/또는 메이크업 조

성물이다. 출원인은, 놀랍게도, 메이크업 조성물에서 부분가교된 폴리유기실록산의 수성 분산액 및 섬유의 사용이 부

드러움 및 신선감에 의해 달성되는, 적용시 선명한 윤곽이 있는 균질성 균일 메이크업 결과를 특히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기 메이크업은 또한 온종일 바르는데 편리하고 매트 효과 및 방수성이 있다.

본 발명은 피부(얼굴 및 신체 모두), 및 얼굴 입술용 메이크업 제품, 및 신체 외피 성장물, 예컨대 속눈썹, 눈썹, 손톱 

및 모발의 메이크업 제품, 뿐만 아니라 두피를 포함하는 피부용 캐어 및/또는 트리트먼트 제품에 관한 것이다.

더욱 특히, 본 발명의 주제는 수성상, 수성상에 분산되는 적어도 부분가교된 고체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 입자,

및 섬유를 함유하는, 케라틴 물질용 캐어 또는 메이크업 조성물이다.

특히, 폴리유기실록산 입자 및 섬유는 수성상에 분산 또는 심지어 용해되어 있다.

본 발명의 주제는 또한, 상기 케라틴 물질에 상기 정의된 바와 같은 조성물, 특히 미용 조성물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루어진, 케라틴 물질, 및 특히 인간의 피부 또는 입술용 미용 캐어 또는 트리트먼트 방법이다.

본 발명의 주제는 또한, 특히 케라틴 물질의 캐어 또는 메이크업용 혹은 국부 적용을 위한 조성물의 제조용 미용 조성

물, 및 더욱 특히 케라틴 물질용 메이크업 또는 캐어 조성물(상기 조성물은 방수성이고/거나 균질성 및/또는 신선 및/

또는 매트 메이크업 또는 캐어 결과를 제공한다)에서, 섬유와 조합되는, 수성상에 현탁된 적어도 부분가교된 고체 탄

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의 입자의 미용 용도이다.

용어 "섬유" 는 길이 L 및 직경 D 를 가지는 목적물로서 정의되는 것으로, 여기서 L 은 D 보다 훨씬 크고, D 는 섬유의

횡단면이 내접되는 원의 직경이다. 특히, 비율 L/D (또는 형태 인자)은 3.5 내지 2500, 바람직하게는 5 내지 500 및 

더욱 특히 5 내지 150 의 범위내에서 선택된다.

수성상은 유리하게는 물, 및 임의로 물과 적어도 부분 혼화되는 하나 이상의 화합물, 예컨대 실온에서 액체인 폴리올,

저급 C 2∼5 모노알콜 및 C 3∼4 케톤을 함유한다.

용어 "실온" 은 통상 대기압(760 mmHg)에서 25 ℃ 로 이해되어야 한다.

용어 "폴리올" 은 2 개 이상의 유리 히드록실기를 함유하는 임의 유기 분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본 발명의 폴리

올(들)은 IOB(무기/유기 균형)가(價)가 0.5 초과 및 특히 1 내지 7 및 더욱 특히 1.5 내지 5.5 범위이어야 한다. 상기 

폴리올은 특히 섬유 습윤제로서 작용한다.

IOB 파라미터는 몇몇 발간문, 예컨대 에이. 후지따(A. Fujita) 논문 (Pharm. Bull  2 , 163 - 173 (1954)) 및 문헌 J0

9/151 109 및 J08/217 639 (시세이도 (Shiseido)) 또는 J09/175 925 (코제(Kose)) 로부터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

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서, 단독 또는 혼합물로, 상기 기준을 만족시키고 사용될 수 있는 폴리올의 예로서, 하기를 언급할

수 있다:

명칭 IOB 가

- 프로필렌 글리콜 3.333

- 부틸렌 글리콜 2.500

- 이소프렌 글리콜 2.222

- 펜틸렌 글리콜 2.000

- 헥실렌 글리콜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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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G-4 (*) 2.656

- PEG-6 2.396

- 글리세롤 5.000

- 판테놀 3.125

(*) 는 통상 4 내지 8 에틸렌 글리콜 단위체를 함유하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 를 언급할 수 있다.

수성상은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1 내지 98 % 및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95 % 및 더욱 특히 30 내지 95 % 를 나타

낸다.

수(水)혼화성 화합물(들)은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0 내지 30 %, 특히 0.1 내지 30 % 및 더욱 특히 1 내지 15 % 범

위의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상기 조성물은 특히 비점착성이고, 비지성이고 적용시 부드러우며 잘 퍼지고, 동시에 균일한 외형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섬유는 합성 또는 천연, 광물성 또는 유기성 섬유일 수 있다. 이들은 짧거나 길

고, 개별화되거나 예를 들어 주름, 및 중공체 또는 고체로 조직화될 수 있다. 이들은 제시된 특정 적용에 따라 임의 형

태 및 특히 원형 또는 다각형(사각형, 육각형 또는 팔각형) 횡단면일 수 있다. 특히, 이의 말단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무디고/거나 연마된다.

특히, 섬유는 길이가 1 nm 내지 20 mm, 바람직하게는 0.1 nm 내지 5 mm 및 더욱 특히 0.2 mm 내지 1.6 mm 범위

이다. 이의 횡단면은 직경 범위 2 nm 내지 100 ㎛, 바람직하게는 20 nm 내지 50 ㎛ 및 더욱 특히 500 nm 내지 50 ㎛

의 원일 수 있다. 섬유 또는 방사(紡絲) 수의 중량은 데니어(denier) 또는 데시텍스 (decitex)로 종종 제공되고 방사 9

km 의 g 으로 중량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섬유는 바람직하게는 0.15 데니어 내지 30 데니어 및 더욱 특히 0.18

데니어 내지 18 데니어 범위 내에서 선택되는 방사수를 갖는다.

손톱 및 입술을 메이크업하는데 가장 특히 바람직한 광택성 메이크업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1 nm 내지 200 ㎛ 범위

의 길이를 갖는 단섬유를 유리하게 사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얼굴을 메이크업하는데 특히 바람직한 매트 메이크업(

특히 분말 또는 파운데이션)을 위해, 특히 200 ㎛ 초과의 길이를 갖는 장섬유를 바람직하게 사용한다.

섬유는 직물, 및 특히 실크 섬유, 면섬유, 양털 섬유, 아마 섬유, 특히 목 재, 식물 또는 조류(藻類)로부터 추출된 셀룰

로스 섬유, 폴리아미드(상표명 Nylon) 섬유, 레이온 섬유, 비스코스 섬유, 아세테이트 섬유, 특히 실크, 셀룰로스 또는

레이온 아세테이트 섬유, 폴리(p-페닐렌테레프트아미드) 섬유, 특히 상표명 Kevlar, 아크릴 섬유, 특히 폴리메틸 메

타크릴레이트 섬유 또는 폴리(2-히드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 섬유, 폴리올레핀 섬유 및 특히 폴리에틸렌 또는 폴

리프로필렌 섬유, 유리 섬유, 실리카 섬유, 아라미드 섬유, 탄소 섬유, 특히 그래파이트형 섬유,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

틸렌(상표명 Teflon) 섬유, 불용성 콜라겐 섬유, 폴리에스테르 섬유,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섬유 또는 폴리비닐리덴 클

로라이드 섬유, 폴리비닐 알콜 섬유,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섬유, 키토산 섬유, 폴리우레탄 섬유, 폴리에틸렌 프탈레이

트 섬유, 및 중합체의 혼합물 예컨대 상기 언급된 것으로부터 형성된 섬유, 예를 들어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 섬유

일 수 있다.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섬유, 예를 들어 글리콜산 및 ε-카프로락톤으로부터 제조된 재흡수성 합성 섬유(존슨앤존슨제

Monocryl); 락트산 및 글리콜산의 공중합체 형태의 재흡수성 합성 섬유(존슨앤존슨제 Vicryl); 폴리테레프탈산 에스

테르 섬유(존슨앤존슨제 Ethibond) 및 특히 손톱 니스에 적용하기 위한 스테인레스 스틸 실(존슨앤존슨제 Acier)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섬유는 표면에서 처리 또는 비(非)처리, 및 피복 또는 비(非)피복일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피복

섬유로서, 대전방지 효과를 위해 황화구리로 피복된 폴리아미드 섬유(예를 들어 Rhodia 제 R-STAT) 또는 섬유의 특

정 유기화(특정 표면 처리), 또는 색채/홀로그램 효과를 도입하는 표면 처리시키는 또다른 중합체(예를 들어, Sildore

x 제 Lurex 섬유)를 언급할 수 있다.

합성 섬유, 및 특히 유기 섬유, 예컨대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섬유는 바람직하게는 폴리아미드 섬유 또는 폴리(p-페닐렌테레프트아미

드) 섬유이다. 이의 길이 L 은 0.1 mm 내지 5 mm, 바람직하게는 0.25 mm 내지 1.6 mm 범위일 수 있고, 이의 평균 

직경 D 는 5 ㎛ 내지 50 ㎛ 범위일 수 있다. 특히, Etablissements P. Bonte 에 의해 Polyamide 0.9 Dtex 0.3 mm 

명칭으로 시판되는 폴리아미드 섬유(평균 직경 6 ㎛, 12.2 ㎛ 또는 20 ㎛, 중량 약 (0.9 dtex) 및 길이 0.3 mm 내지 1

mm 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 평균 직경 12 ㎛ 및 길이 약 1.5 mm 의 폴리(p-페닐렌테레프트아미드) 섬유, 예컨대 Du

Pont Fibres 사에 의해 Kevlar Floc 명칭으로 시판되는 것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섬유의 농도는 특정 적용 및 제시된 제품의 형태에 달려 있다. 얼굴용 메이크업 제품, 예컨대 파운데이션, 또는 입술용

메이크업 제품(예컨대 립스틱)을 위해, 섬유의 농도는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0.1 내지 20 %, 바람직하게는 0.5 내

지 10 % 범위일 수 있다. 특정 효과, 특히 신체, 손톱 또는 모발용 메이크업 효과를 위해, 섬유의 양은 조성물의 총중

량에 대해 30 % 이하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페이스트, 고체, 다소 유체 크림 또는 심지어 로션의 형태일 수 있다. 수성 또는 친수성 겔, 유체, 

경성(硬性) 또는 연성(軟性) 수중유 또는 유중수 분산액 또는 에멀션, 임의로 스틱 또는 접시형의 캐스트일 수 있 다.

용어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은 점탄성 및 특히 스폰지 또는 연성 구형 일관성을 갖는 연성 변형가능한 폴리

유기실록산을 의미한다. 이의 탄성률은 상기 재료가 내변성이고 팽창 및 수축에 대한 제한된 성능을 갖는 정도이다. 

상기 재료는 신축된후 이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다. 상기 탄성중합체는 가동성이 횡단점의 균일 네트워크로 제한되는

고분자량의 중합체 사슬로부터 형성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서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은 수성 매질 구조 성질을 갖고, 양호한 미용성 이외에, 상기 수성

매질의 점성도, 특히 부드러움, 신선감 및 매트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들은 피부를 건조시키지 않는다. 상기 신

규 탄성중합체는 적용시 편리하고, 용이하게 퍼지며 부드럽고 비점착성인 조성물로 제공한다. 상기 미용성은 주로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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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유기실록산에 기인하고 부분적으로 수성 매질을 포착하는 미소스폰지, 및 특히 조성물 및 피부의 발한에 기인하는 

것과 비교가능한 이의 성질에 기인한다. 섬유와 조합되는 경우, 이들은 물에 대한 양호한 잔류 자기 및 양호한 안정성

을 갖는 다소 증점된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은 3차원 구조의 부분 또는 전체 가교된 친수성 화합물이다. 상기 탄성

중합체를 갖는 수성상의 증점은 전체 또는 부분일 수 있다. 섬유와 조합된 친수성 중합체가 물에 대해 잔류 자기 특성

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내 탄성중합체는 물에 분산된, 3차원 구조의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을 함유하는 에멀션화된 

겔 또는 분말의 형태이다. 입자 분산액 (또는 서스펜션)은 균질성이다.

본 발명에 따른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은 특허 출원 JP-A-10/175 816 에 기재된 가교된 중합체로부터 선택

될 수 있다. 상기 출원에 있어서, 이들은, 특히 플라티늄 형태의 촉매 존재하에, 하나 이상의 하기 (a) 및 (b) 의 첨가 

반응 및 가교화로 수득된다:

- (a) 1 분자당 실리콘 사슬의 α- ω위치에서 2 개 이상의 비닐기를 함유하는 폴리유기실록산 (i); 및

- (b) 1 분자당 규소 원자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수소 원자를 함유하는 유기실록산 (ii).

특히, 폴리유기실록산 (i) 은 폴리디메틸실록산으로부터 선택되고 더욱 특히 α, ω- 디메틸비닐 폴리디메틸실록산이

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에서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은 유리하게는 수성 서스펜션 또는 분산액의 형태이다. 상

기 서스펜션을 특히 하기 방식으로 수득할 수 있다:

- (a) 폴리유기실록산 (i) 및 유기실록산 (ii) 를 혼합시키고;

- (b) 에멀션화제를 함유하는 수성상을 단계 (a) 의 혼합물에 첨가하고;

- (c) 수성상 및 상기 혼합물을 에멀션화시키고;

- (d) 열수를 단계 (c) 의 에멀션에 첨가하고;

- (e) 폴리유기실록산 (i) 및 유기실록산 (ii) 를 에멀션내에 플라티늄 촉매의 존재하에 중합시킨다.

물을 유리하게는 40 ∼ 60 ℃ 에서 첨가한다. 단계 (e) 후, 수득된 입자를 건조시켜 포착된 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로부터 증발시킬 수 있다.

폴리유기실록산은 임의 수준의 경도를 갖는 친수성 변형가능한 고체 입자의 형태이고, 이것은 실온에서 쇼어 에이 듀

로미터(Shore A durometer)(ASTM 표준 D2240 에 따라) 또는 일본 방법 JIS-A 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상기 

경도를 상기 목적을 위해 제조된 탄성중합체의 블록 상에서 하기와 같이 제조된다: 폴리유기실록산 (i) 및 유기실록산

(ii) 를 혼합시키고; 공기를 혼합물로부터 제거하며; 오븐내에 100 ℃ 에서 30 분 동안 성형 및 가황시키고; 실온으로 

냉각시킨후 경도를 측정한다. 밀도를 또한 탄성중합체의 블록상에서 측정한다.

특히 쇼어 경도는 1 내지 100 범위일 수 있고 유리하게는 80 이하 및 더욱 특히 65 이하, 예를 들어 5 내지 50 (한계 

포함) 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서 폴리유기실록산은, 예를 들어, Dow-Corning Toray 사로부터 상표명 BY 29-122 및 BY 29-

119 로 시판되는 것이다. 상기 상품의 혼합물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제품 BY 29-119 에 따른 탄성중합체의 블록은 경도가 30 이고 제품 BY 29-122 에 따른 것은 경도가 7 이다. 밀도

는 0.97 내지 0.98 이다.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 분말은 바람직하게는 조성물에서 0.1 내지 70 중량%, 바람직하게는 4 내지 70 중량% 

및 더욱 특히 4 내지 50 중량% 함량으로 존재하고, 이것은 중합체내 활성 물질 함량 0.5 내지 65 중량% 및 더욱 특히

3 내지 45 중량% 에 대응한다. 이것은 사실 수분산성 충전제를 함유한다.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의 입자 (활성 물질로서) 는 특히 0.1 ㎛ 내지 500 ㎛, 바람직하게는 3 ㎛ 내지 200 ㎛ 

및 더욱 특히 10 ㎛ 내지 20 ㎛ 범위의 크기를 갖는다. 상기 입자는 구형, 편평형 또는 비정형, 바람직하게는 구형일 

수 있다. 제품 BY 29-119 및 제품 BY 29-122 에서 입자의 크기는 4.5 ㎛ 이다.

물에 분산되어 안정하기 위해, 상기 폴리유기실록산 입자를 하나 이상의 비이온성, 양이온성 또는 음이온성 계면활성

제(HLB ≥8)와 조합시킬 수 있다. 단계 (c) 를 특히 비이온성 에멀션화제의 존재하에 달성한다.

계면활성제의 분율은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 100 중량부당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20 중량부, 및 더욱 특히 0

.5 내지 10 중량부이다(참조. 문헌 JP-A-10/175 816).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 분말의 분산액 및 섬유를 오일로서 공지된, 실온에서 액체인 하나 이상의 지방 물질, 

예컨대 문헌 JP-A-10/175 816 에 기재된 것, 실온에서 고체인 하나 이상의 왁스 또는 하나 이상의 검(gum),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또는 합성의 하나 이상의 페이스트성 지방 물질, 이들의 혼합물 및 무기 분말 또는 충전제, 예컨대 상

기 문헌에 기재된 것을 함유하는 지방상과 조합시킬 수 있다.

상기 부가적 지방상은 임의 성질일 수 있고 특히 실온 및 대기압에서 유체인, 오일로서 공지된 생성물, 예컨대 실리콘

오일, 플루오로 오일, 플루오로실리콘 오일 및 임의로 부분적 실리콘 함유 탄화수소 기재 오일을 함유할 수 있다. 상기

오일은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또는 합성일 수 있다. 상기 오일은 실온 및 대기압에서 휘발성일 수 있다. 용어 "휘발성

오일" 은 특히 1 시간 미만 동안 피부 또는 입술과 접촉시 증발시킬 수 있는 오일을 의미한다.

용어 "지방상" 은 탄소수 10 이상 및 더욱 특히 탄소수 16 의 화합물, 실리콘 화합물 및 플루오로 화합물, 그리고 이들

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지방 물질을 함유하는 비(非)수성 비(非)수혼화성 매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손톱 니스에서 종래 사용되는 유기 용매는 지방 물질로서 고려되 지 않는다.

용어 "탄화수소 기재 오일" 은 탄소 원자 및 수소 원자 그리고 특히 알킬 또는 알케닐 사슬, 예컨대 알칸 또는 알켄을 

주로 함유하는 오일, 및 하나 이상의 에테르, 에스테르 또는 카르복실산기를 함유하는 알킬 또는 알케닐사슬을 함유

하는 오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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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조성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오일로서, 특히 하기를 언급할 수 있다:

- 동물성 탄화수소 기재 오일, 예컨대 퍼히드로스쿠알렌;

- 탄화수소 기재 식물성 오일, 예컨대 탄소수 4 내지 10 의 지방산의 액체 트리글리세리드, 예컨대 헵탄산 또는 옥탄

산 트리글리세리드 또는 대신, 예를 들어, 해바리기 오일, 옥수수 오일, 대두 오일, 골수 오일, 포도씨 오일, 참기름, 개

암나무 오일, 살구 오일, 마카다미아(macadamia) 오일, 아라라(arara) 오일, 피마자 오일, 아보카도(avocado) 오일, 

카프릴/카프르산 트리글리세리드, 예컨대 Stearineries Dubois 사에 의해 시판되는 것 또는 Dynamit Nobel 사에 의

해 Miglyol 810, 812 및 818 명칭으로 시판되는 것, 호호바 오일 또는 카라이트 (Karite) 버터;

- 특히 지방산의 합성 에스테르 및 에테르, 예컨대 화학식 R 1 COOR 2 (식중, R 1 은 탄소수 7 내지 29 의 고급 지

방산 잔기를 나타내고, R 2 는 탄소수 3 내지 30 의 분지형 또는 비(非)분지형 탄화수소 기재 사슬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푸르셀린 (purcellin) 오일, 이소노닐 이소노나노에이트,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2-에틸헥실 팔미테이트, 2-

옥틸도데실 스테아레이트, 2-옥틸도데실 에루케이트 또는 이소스테아릴 이소스테아레이트; 히드록실화 에스테르 예

컨대 이소스테아릴 락테이트, 옥틸 히드록시스테아레이트, 옥틸도데실 히드록시스테아레이트, 디이소스테아릴 말레

이트, 트리이소세틸 시트레이트, 및 지방 알킬 헵타노에이트, 옥타노에이트 및 데카노에이트; 폴리올 에스테르 예컨대

프로필렌 글리콜 디옥타노에이트, 네오펜틸 글리콜 디헵타노에이트 또는 디에틸렌 글리콜 디이소노나노에이트; 및 

펜타에리트리톨 에스테르 예컨대 펜타에리트리틸 테트라이소스테아레이트;

- 광물성 또는 합성 선형 또는 분지형 탄화수소, 예컨대 휘발성 또는 비휘발성 액체 파라핀 및 이의 유도체, 와셀린, 

폴리데센 또는 수소화 폴리이소부텐 예컨대 팔렘(parleam);

- 합성 에스테르 및 에테르 예컨대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및 알킬 또는 폴리알킬 옥타노에이트, 데카노에이트 또

는 리시놀레이트;

- 탄소수 12 내지 26 의 지방 알콜, 예컨대 옥틸도데카놀, 2-부틸옥타놀, 2- 헥실데카놀, 2-운데실펜타데카놀 또는 

올레일 알콜;

- 부분적 탄화수소 기재 및/또는 실리콘 기재 플루오로 오일 예컨대 문헌 JP-A-2 295 912 에 기재된 것;

- 실리콘 오일 예컨대 실온에서 액체 또는 페이스트성인, 선형 또는 고리형 실리콘 사슬을 함유하는 휘발성 또는 비

휘발성 폴리디메틸실록산(PDMS); 실리콘 쇄의 말단에 현수되거나 존재하는, 알킬, 알콕시 또는 페닐기(상기기는 탄

소수 2 내지 24 이다)를 함유하는 폴리디메틸실록산; 페닐실리콘, 예컨대 페닐 트리메티콘, 페닐 디메티콘, 페닐트리

메틸실록시디페닐실록산 디페닐 디메티콘, 디페닐메틸디페닐트리실록산, 2-페닐에틸 트리메틸실록시실리케이트 및 

폴리메틸페닐실록산;

- 이들의 혼합물.

상기 오일은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0 내지 98.80 %,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80 % 및 더욱 특히 1 내지 70 % 를 나

타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유리하게는 액체 지방상을 구축하기 위한 제제, 예컨대 왁스, 검 및 충전제를 함유할 수 있

다. 왁스는 탄화수소 기재 (탄소 및 수소 원자만 함유), 플루오로 왁스 및/또는 실리콘 왁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일 수 

있고, 이들은 실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페이스트의 형태)일 수 있고 임의로 에스테르, 히드록실 또는 티올 작용기를

함유할 수 있다. 상기 왁스는 특히 45 ℃ 초과의 융점을 갖는다.

실리콘 왁스는 하나의 실리콘 구조, 및 실리콘 구조의 말단에 현수되고/거나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알킬 또는 알콕시 

사슬을 함유하는 단위체를 포함하는 왁스 일 수 있고, 상기 사슬은 탄소수 10 내지 45 의 선형 또는 분지형이다. 상기

왁스는, 개별적으로, 알킬 디메티콘 및 알콕시 디메티콘으로서 공지된다. 상기 알킬 사슬은 더욱이 하나 이상의 에스

테르 작용기를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왁스로서, 동물성 왁스, 예컨대 라놀린 또는 밀랍; 식물성 왁스, 예컨대 카르나우바(

carnauba) 왁스 또는 칸델릴라 (candelilla) 왁스; 광물성 왁스, 예를 들어 파라핀 왁스, 갈탄 왁스 또는 미소결정성 왁

스, 세레신(ceresine) 또는 오조케라이트(ozokerite); 합성 왁스 예컨대 폴리에틸렌 왁스 및 피셔-트로프(Fischer-T

ropsch) 왁스, 및 이들의 혼합물을 언급할 수 있다.

상기 지방 물질은 원하는 성질, 예를 들어 농도 또는 촉감을 갖는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해 당업자에 의해 각종 방식으

로 선택될 수 있다.

왁스의 존재는 구체적으로 조성물이 스틱의 형태인 경우에 특히 양호한 기계적 강도를 확보한다.

조성물은 통상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왁스 0 내지 50 %, 바람직하게는 5 내지 30 % 를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당해 분야에서 통상 사용되는 임의 부가 첨가제, 예컨대 염료, 예를 들어 안료, 진주층, 수용성 또

는 지용성 염료, 산화방지제, 필수 오일, 보존제, 미용 또는 피부학적 활성제 예컨대 연화제, 보습제(글리세롤), 비타민

, 필수 지방산, 액체 라놀린, 친지성 또는 친수성 햇볕차단제, 지용성 중합체, 특히 탄화수소 기재 중합체 예컨대 폴리

알킬렌, 중화제, 액체 지방상의 겔화제 또는 증점 제, 및 방향제, 그리고 이들의 혼합물을 또한 함유할 수 있다.

상기 첨가제는 조성물에서 통상 사용되는 양으로, 예를 들어,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0 내지 20 %, 및 더욱 특히 0.1

내지 10 % 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유리하게는 하나 이상의 수성상 증점제 또는 겔화제를 부가 첨가제로서 함유한다. 본 발명에 따

라 사용될 수 있는 수성상 겔화제 중에서, 하기를 언급할 수 있다: 수용성 셀룰로스성 겔화제, 예컨대 히드록시에틸셀

룰로스, 메틸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또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구아(guar) 검; 4차화 구아 검; C 1 - C

6 히드록시알킬기를 함유하는 비이온성 구아 검; 크산 검, 카롭(carob) 검, 스클레로글루칸(scleroglucan) 검, 겔란(g

ellan) 검, 람산 (rhamsan) 검 또는 카라야(karaya) 검; 알긴산염, 말토덱스트린, 전분 및 이의 유도체, 및 히알루론산 

및 이의 염; 점토 및 특히 몬트모릴로나이트, 헥토라이트 (hectorite) 또는 벤톤 (bentone), 및 라포나이트(laponite); 

카르복실기를 함유하는 중합체, 예를 들어 가교된 적어도 부분중화된 폴리아크릴산, 예컨대 Goodrich 사제 제품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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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ol" 또는 "Carbomer" 제품(Carbomer 980, 예를 들어 트리에탄올아민으로 중화됨 - TEA 로 약술); 폴리글리에릴

(메트)아크릴레이트 중합체;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비닐 알콜; 가교된 아크릴아미드 중합체 및 공중합체; 가교된 메

타크릴로일옥시에틸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단독중합체; 회합 폴리우레탄, 및 이들의 혼합물. 상기 겔화제는 조

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0 내지 60 %, 및 특히 0.1 내지 50 % 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 있어서, 수성상 겔화제는 바람직하게는 크산 검, 점토(벤톤 또는 라포나이트), 회합 폴리우레탄, 셀룰로스성

증점제, 특히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 및 가교된 적어도 부분중화된 폴리아크릴산으로부터 선택된다.

물론, 당업자는 임의 부가 첨가제 및/또는 이의 양을 신중히 선택하여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유리한 특성이 제시된

첨가로 역효과가 생기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특히, 상기 첨가제는 조성물의 균질성, 안정성,

편리성, 매트 효과, 신선감 또는 방수성에 무해하여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착색된 제품의 형태 및 구체적으로 피부용 착색된 메이크업 제품, 특히 파운데이션, 볼연지,

얼굴용 파우더, 아이쉐도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스틱형의 콘실러 제품, 손톱 니스 또는 입술용 메이크업 제품, 예

컨대 임의로 캐어 또는 트리트먼트 특성이 있는 립스틱 또는 입술 광택제, 또는 신체 문신일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임

의로 미용 또는 피부학적 활성제를 함유하는 비착색 형태일 수 있다. 상기 경우, 이들을 입술용 캐어 베이스(base)(추

위 및/또는 햇볕 및/또는 바람에 대한 입술 보호용 크림) 또는 종래 립스틱위에 적용되는 고정 베이스로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또한 피부(두피 포함), 케라틴 섬유(모발, 속눈썹, 눈썹), 손톱 또는 입술용 피부학적 또는 미용 트

리트먼트 또는 캐어 조성물의 형태, 또는 항일광 조성물 또는 인공 태닝(tanning) 조성물의 형태, 또는 대신 피부 또는

케라틴 섬유용 세정 제품 또는 메이크업 제거제, 방취 제품 또는 방향 제품의 형태일 수 있다. 상기 경우, 임의로 미용

또는 피부학적 활성제를 함유하는 비착색 형태일 수 있다. 그래서 피부 또는 입술용 캐어 베이스(추위 및/또는 햇볕 

및/또는 바람에 대한 입술 보호용 크림) 또는 주간 또는 야간 캐어 크림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트리트먼트 또는 

비(非)트리트먼트, 착색 또는 비착색 샴푸 또는 모발 컨디셔너의 형태일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의 조성물은 미용학적으로 또는 피부학적으로 허용가능, 즉 피부(눈꺼풀의 안쪽 모서리 포함) 또는 인간

얼굴의 입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 외피 성장물에 적용될 수 있는 비독성 생리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매질을 함유한

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바람직하게는 미립자상을 특히 함유하는 염료를 포함하고, 이것은 통상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0 내지 60 %, 바람직하게는 5 내지 35 % 의 분율로 존재하고, 미용 조성물내에 통상 사용되는 안료 및/또는 진주층 

및/또는 충전제를 함유할 수 있다. 염료는 또한 매질에 가용성인 염료, 및 특히 친지질성 또는 친수성 염료, 예컨대 수

단(Sudan) 레드 또는 브라운, 메틸렌 블루, β-카로텐 또는 근대뿌리 쥬스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0 내지 6 % 를 나타낼 수 있다.

용어 "안료" 는 백색 또는 착색된, 광물성 또는 합성, 판상 또는 비(非)판상 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용어 "진주층" 은, 특히 임의 연체 동물에 의해 생산되거나, 대신 합성되는 진주빛 입자를 의미하는 것이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기 충전제 및 진주층은 조성물의 조직 뿐만 아니라 매트/광택 효과를 변형시킨다.

안료는 최종 조성물의 중량에 대해 0 내지 60 %, 바람직하게는 0.05 내지 25 % 및 더욱 특히 4 내지 20 % 의 분율로

조성물내에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광물성 안료로서, 산화티타늄, 산화지르코늄 또는 산화세륨, 

뿐만 아니라 산화아연, 산화철 또는 산화크롬 및 페릭 블루(ferric blue)를 언급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

는 유기 안료 중에서, 카본 블랙 및 바륨, 스트론튬, 칼슘 및 알루미늄 레이크, 및 이들의 혼합물을 언급할 수 있다.

진주층은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0 내지 20 %,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5 % 의 분율로 조성물내에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진주층 중에서, 산화티타늄, 산화철, 천연 안료 또는 비스무트 옥시클로라이드로 피복된 미

카, 예를 들어 착색된 티타늄 미카를 언급할 수 있다.

충전제는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0 내지 35 %,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5 % 의 분율로 존재할 수 있다. 특히 탈크, 

미카, 실리카, 상표명 Nylon (특히 Atochem 제 상표명 Orgasol) 분말, 폴리에틸렌 분말, 상표명 Teflon, 전분, 질화

붕소, 공중합체 미소구체, 예컨대 상표명 Expancel (Nobel Industrie), 상표명 Polytrap (Dow Corning) 및 실리콘 

수지 마이크로비드 (예를 들어 Toshiba 제 상표명 Tospearl), 및 이들의 혼합물을 언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물에 분산된 분말 형태의 하나 이상의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의 가열 또는 없이, 하

나 이상의 안료, 하나 이상의 충전제 및/또는 하나 이상의 기타 첨가제의 첨가, 액체 형태의 지방상의 임의 첨가 (특히

왁스의 최고 융점으로 상승) 및 그 다음 필요한 경우 에멀션화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특허 출원 EP-A-667 146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압출로 수득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냉각동안 페이스트(왁스 +

오일 + 첨가제 + 안료)를 혼화시켜 페이스트를 롤 밀(roll mill) 또는 스크류 압출기 - 혼합기의 도움으로 분쇄되는 

구역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생성물은 연성 페이스트 형의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하기 실시예로 더욱 자세히 증명된다. 백분율은 중량 기준이다.

실시예 1 : 파운데이션

오일상

- 시클로펜타실록산 10 %

- KSG-21 20.4 %

- 안료 10 %

수성상

- Trefil BY 29-119 5 %

- 크산 0.3 %

- 폴리아미드 섬유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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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렌 글리콜 4 %

- 보존제 적당량

- 물 적당히 100

제조 : 섬유를 실온 (25 ℃) 에서 프로필렌 글리콜에 도입하고 조합물을 1000 rpm 에서 30 분 동안 라이네리(Rayner

i) 터보믹서로 교반시킨다. 분리해 서, 안료를, 3 개의 롤 터보믹서에서 교반시키면서, 오일/KSG 21 혼합물속에 도입

한다. 프로필렌 글리콜/섬유 혼합물을 KSG 21/오일/안료 혼합물 속에 도입한다.

적용시 신선하고, 부드러우며 바르기 쉬운, 균질성, 균일성 및 미학성 메이크업 효과를 제공하는 파운데이션을 수득

한다.

실시예 2 : 유색 바디 겔

- Trefil BY 29-119 32 %

- Carbomer 980 0.6 %

- 트리에탄올아민(중화제) 0.6 %

- 폴리아미드 섬유 (길이 0.3 mm) 1 %

- 프로필렌 글리콜 1.8 %

- 안료 5 %

- 보존제 적당량

- 물 적당히 100

제조

상기 착색된 크림겔은 실온에서 폴리유기실록산을 물에 첨가한후, 중화된 겔화제 및 그 다음 안료 및 보존제를 첨가

함으로써 제조된다. 동시에, 섬유를 실온에서 프로필렌 글리콜에 도입하고 수득된 혼합물을 1000 rpm 에서 30 분 동

안 라이네리 터보믹서로 교반시킨다. 마지막으로, 섬유/프로필렌 글리콜 혼합물을 폴리유기실록산 겔속에 도입하고 

그 다음 전체를 라이네리 터보믹서로 10 내지 15 분 동안 교반혼합시킨다. 상기 겔은 특히 선명한 윤곽을 갖는 신체 

메이크업용 또는 문신용이다. 침적된 필름은 균일하다. 겔은, 6 명의 개인 심사원단에 의해 평가된, 균일성, 미학성, 

연성, 비지성 메이크업 효과를 제공한다. 상기 겔은 매우 우수한 매트 효과, 적용시 고신선감을 제공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양호한 유지력이 있고, 종래 기술의 제품과 달리, 방수성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조성물은 적용 동안 또는 시간 경과후에 적용되는 피부 또는 입술을 건조시키지 않고, 균질성, 미학성 캐어

또는 메이크업 효과, 및 신선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매트 효과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성상, 섬유, 및 적어도 부분가교된 고체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의 입자를 함유하는, 케라틴 물질용 캐어(car

e) 또는 메이크업(make-up)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섬유 및 상기 입자가 수성상에 분산되고, 상기 섬유의 길이가 섬

유의 직경보다 훨씬 큰 조성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이 촉매의 존재하에 하나 이상의 하기 (i) 및 (ii) 의 첨가 반응 및 가

교화로 수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 1 분자당 실리콘 사슬의 α- ω위치에서 2 개 이상의 비닐기를 함유하는 폴리유기실록산 (i); 및

- 1 분자당 규소 원자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수소 원자를 함유하는 유기실록산 (ii).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폴리유기실록산이 폴리디메틸실록산류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이 α- ω디메틸비닐 폴리디메틸실록산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폴리유기실록산 입자의 분산액이 하기 단계에 따라 수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

성물:

- (a) 폴리유기실록산 (i) 및 유기실록산 (ii) 를 혼합시키는 단계;

- (b) 에멀션화제를 함유하는 수성상을 단계 (a) 의 혼합물에 첨가하는 단계;

- (c) 수성상 및 상기 혼합물을 에멀션화시키는 단계;

- (d) 열수를 단계 (c) 의 에멀션에 첨가하는 단계; 및

- (e) 폴리유기실록산 (i) 및 유기실록산 (ii) 를 에멀션내에서 플라티늄 촉매의 존재하에 중합시키는 단계.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단계 (c) 가 비이온성 에멀션화제의 존재하에 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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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의 입자 크기가 0.1 ㎛ 내지 500 ㎛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폴리유기실록산 입자의 경도가 80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이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0.1 내지 70 % 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0.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섬유가 하기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실크 섬유, 면섬유, 양털 섬유, 아마 섬유, 목재, 식물 또는 조류(藻類)로부터 추출된 셀룰로스 섬유, 폴리아미드 섬유, 

레이온 섬유, 비스코스 섬유, 아세테이트 섬유, 폴리(p-페닐렌테레프트아미드) 섬유, 아크릴 섬유, 폴리올레핀 섬유, 

유리 섬유, 실리카 섬유, 아라미드 섬유, 그래파이트형 탄소 섬유, 상표명 Teflon 섬유, 불용성 콜라겐 섬유, 폴리에스

테르 섬유,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섬유 또는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섬유, 폴리비닐 알콜 섬유,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섬유, 키토산 섬유, 폴리우레탄 섬유, 폴리에틸렌 프탈레이트 섬유, 및 중합체의 혼합물로부터 형성된 섬유, 그리고 수

술용 섬유.

청구항 11.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합성 섬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섬유가 폴리아미드 섬유 또는 폴리(p-페닐렌테레프트아미드) 섬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섬유의 방사(紡絲)수가 0.15 데니어 (denier) 내지 30 데니어 범위에서 선택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섬유의 길이(L)/직경(D) 가 3.5 내지 2500 범위내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섬유의 길이가 0.1 mm 내지 5 mm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섬유의 평균 직경이 2 nm 내지 100 ㎛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섬유가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0.1 내지 20 %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지방상을 추가로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지방상이 실온에서 액체인 휘발성 또는 비(非)휘발성 오일, 왁스, 검(gum), 및 동물성, 식물성, 광

물성 또는 합성 지방 물질, 그리고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지방 물질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조성물.

청구항 20.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하기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오일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퍼히드로스쿠알렌; 헵탄산 또는 옥탄산 트리글리세리드 또는 대신, 해바리기 오일, 옥수수 오일, 대두 오일, 골수 오일

, 포도씨 오일, 참기름, 개암나무 오일, 살구 오일, 마카다미아(macadamia) 오일, 아라라(arara) 오일, 피마자 오일, 

아보카도(avocado) 오일, 카프릴/카프르산 트리글리세리드, 호호바 오일 또는 카라이트 (Karite) 버터; 액체 파라핀 

및 이의 유도체, 와셀린, 폴리데센 또는 수소화 폴리이소부텐 예컨대 팔렘(parleam); 푸르셀린(purcellin) 오일, 이소

노닐 이소노나노에이트,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2-에틸헥실 팔미테이트, 2-옥틸도데실 스테아레이트, 2-옥틸도

데실 에루케이트 또는 이소스테아릴 이소스테아레이트; 히드록실화 에스테르 예컨대 이소스테아릴 락테이트, 옥틸 

히드록시스테아레이트, 옥틸도데실 히드록시스테아레이트, 디이소스테아릴 말레이트, 트리이소세틸 시트레이트, 및 

지방 알킬 헵타노에이트, 옥타노에이트 및 데카노에이트; 폴리올 에스테르 예컨대 프로필렌 글리콜 디옥타노에이트, 

네오펜틸 글리콜 디헵타노에이트 또는 디에틸렌 글리콜 디이소노나노에이트; 펜타에리트리톨 에스테르; 옥틸도데카

놀, 2-부틸옥타놀, 2-헥실데카놀, 2-운데실펜타데카놀 또는 올레일 알콜; 실온에서 액체인 휘발성 또는 비휘발성, 선

형 또는 고리형 폴리디메틸실록산(PDMS); 페닐 트리메티콘, 페닐 디메티콘, 페닐트리메틸실록시디페닐실록산디페

닐실록산, 디페닐 디메티콘, 디페닐메틸디페닐트리실록산 및 2-페닐에틸 트리메틸실록시실리케이트, 그리고 이들의 

혼 합물.

청구항 21.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수성상 겔화제를 추가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수성상 겔화제가 크산 검, 점토, 회합 폴리우레탄, 셀룰로스성 증점제 및 가교된 하나 이상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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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폴리아크릴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염료를 추가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0 초과 내지 60 % 의 분율로 존재하는 미립자상을 추가로 함

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미용학적 또는 피부학적 활성제를 추가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친수성 겔 또는 경성(硬性) 또는 연성(軟性) 수중유 또는 유중수 에멀션, 임의로 스틱 

또는 접시형 캐스트(cast)의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산화방지제, 필수 오일, 보존제, 방향제, 지용성 중합체, 액체지방상 겔화제, 왁스, 검, 

충전제, 분산제 및 수(水)혼화성 화합물, 그리고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성분을 추가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파운데이션, 얼굴용 파우더 또는 아이쉐도우 조성물, 콘실러(concealer) 제품, 신체용

메이크업 제품, 립스틱,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손톱 니스, 입술용 캐어 베이스(base) 또는 고정 베이스, 피부 또는 케

라틴 섬유용 피부학적 제품 또는 캐어 제품, 항일광 조성물 또는 인공 태닝 (tanning) 조성물, 또는 피부 또는 케라틴 

섬유용 세정 제품의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제 2 항에 따른, 수성상에 분산된 적어도 부분가교된 고체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 입자, 및 제 10 항에 따른 섬

유를 미용 조성물내에 도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균질성 메이크업의 제조 방법.

청구항 31.
적어도 부분가교된 고체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 입자 및 섬유를 사용하는, 방수성이고/거나 균질성 및/또는 매

트(matt) 및/또는 신선한 메이크업 또는 캐어 효과를 제공하는 케라틴 물질용 캐어 또는 메이크업 조성물.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폴리유기실록산 입자가 제 2 항에 따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33.
제 31 항 또는 제 32 항에 있어서, 섬유가 제 10 항에 따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34.
제 7 항에 있어서,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의 입자 크기가 3 ㎛ 내지 200 ㎛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35.
제 8 항에 있어서, 폴리유기실록산 입자의 경도가 65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36.
제 9 항에 있어서, 탄성중합체성 폴리유기실록산이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4 내지 50 % 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37.
제 10 항에 있어서, 섬유가 실크, 셀룰로스 또는 레이온 아세테이트 섬유,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섬유 또는 폴리(2

-히드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 섬유,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섬유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

물.

청구항 38.
제 13 항에 있어서, 섬유의 방사수가 0.18 데니어 내지 18 데니어 범위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39.
제 14 항에 있어서, 섬유의 길이(L)/직경(D) 가 5 내지 500 범위내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섬유의 길이(L)/직경(D) 가 5 내지 150 범위내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1.
제 15 항에 있어서, 섬유의 길이가 0.2 mm 내지 1.6 mm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2.
제 17 항에 있어서, 섬유가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0.5 내지 10 %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3.
제 24 항에 있어서,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5 내지 35 % 의 분율로 존재하 는 미립자상을 추가로 함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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