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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출원은, 생리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수성 매질 내에, 하나 이상의 계면 활성제, 하나 이상의 소수성 실리카, 및 하나 

이상의 옥시알킬렌화 화합물을 함유하는 클렌징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소수성 실리카 및 옥시알킬렌화 (옥시에틸렌화 및/또는 옥시프로필렌화) 화합물의 배합은 양호한 품질의 거품을 형성

하는, 흐름성 겔의 컨시스턴시 (consistency)를 갖는 조성물을 수득할 수 있게 한다.

본 조성물은 특히 피부, 눈, 두피 및/또는 모발의 클렌징 또는 메이크업 제거, 및 지성 피부의 트리트먼트 및/또는, 피

부 및/또는 두피의 소독용 제품으로서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소수성 실리카 및 하나 이상의 옥시알킬렌화 화합물을 함유하는 헹굼가능 거품형성 클렌징 조

성물, 및 특히 피부, 눈, 두피 및/또는 모발에 대한 클렌징 제품 또는 메이크업 제거 제품으로서의, 그리고 지성 피부의

트리트먼트 및/또는, 피부 및/또는 두피의 소독을 위한 화장품 중 상기 조성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피부를 클렌징하는 것은 얼굴을 케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지성 잔류물, 예컨대 과도한 피지, 매일 사용되는 화장

품 및 메이크업 제품의 잔류물이 피부의 주름에 축적되고, 피부의 구멍을 차단하고, 그 결과 반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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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징은 가능한한 효과적이어야 한다.

피부를 적절히 클렌징하는 하나의 수단은 거품형성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시판되는 거품형성 클렌징 

제품은 거품형성 바 (bar), 겔 또는 크림의 형태이고, 이들은 비누 (지방산 염) 를 함유할 수도 있고, 함유하지 않을 수

도 있다. 비누 함유 거품형성 제품은 크림성 거품을 부여하는 이점이 있으나; 특정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과도한 세정

성으로 인하여 피부가 당기는 결점을 발견하게 된다. 더욱 허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누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모색된다. 그러나, 그 후 제품은 불충분한 점도를 갖는다.

또한, 비누 비함유 (soap-free) 거품형성 제품은 일반적으로 잘 허용된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액체 제품 또는

상대적으로 유체 겔의 형태이다. 비누 비함유 거품형성 제품을 농후화시키기 위해, 거기에 농후제, 예컨대 알킬- 또는

아실-옥시에틸렌화 화합물, 다당류, 예컨대 셀룰로오스 유도체, 구아 검 및 그것의 유도체, 및 아크릴계 중합체를 첨

가하는 것이 공지된 관례이다. 그러나, 비누 비함유 거품형성 제품의 점도를 증가시키고 농후한 질감을 수득하기 위

해, 다량의 상기 농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알킬- 또는 아실-옥시에틸렌화 화합물, 예컨대 옥시에틸렌화 알

킬글루코스 에스테르, 예컨대 통상 사용되는 PEG-120 메틸글루코스 디올레에이트 또는 세테아레트-60 미리스틸 

글리콜의 백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물방울로 퍼지므로, 피부에 적용되는 경우, 균일하게 퍼지지 않는 화합물이 수득되

고, 이는 상기 조성물을 사용자에게 허용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거품이 발생하기 어렵다. 게다가, 상기 농후제들은 더

이상 매질 내에 가용성이지 않으므로, 이들의 백분율을 무한히 증가시킬 수는 없다.

또한, 셀룰로오스 검, 구아 검 또는 아크릴계 중합체의 백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잘 클렌징되지 않은 피부의 감작을 

부여하는 막 형성 침착으로 인하여, 거품형성의 개시가 열등하고, 헹구어내기 어려운 제품이 수득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헹굼가능하고 농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형성 제품에 요구되 는 성질, 즉 양호한 물과의 혼합성, 급속

한 거품으로의 전환성, 양호한 헹굼성, 및 특히 비누 함유 거품형성 제품의 경우, 양호한 허용성을 보유하는 거품형성 

크렌징 제품이 여전히 필요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출원인은 놀랍게도, 소수성 실리카 및 옥시알킬렌화 (옥시에틸렌화 및/또는 옥시프로필렌화) 화합물의 배합이 그 

자체의 중량 이하에서 흐르는 한편, 동시에 상대적으로 농후한, 즉 우유 또는 농후한 거품형성 겔과 유사한 점도를 갖

는, 거품형성 제품을 수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제품은 크림성이고, 화장용이다.

명백하게, 클렌징 또는 세정 조성물 내에 실리카를 사용하는 것이 공지된 관례이다. 따라서, 예컨대 문헌 US-A-5 88

0 076 호는 실리카를 함유할 수 있는 액체 세정 조성물을 개시하고 있다. 문헌 EP-A-550 281 호 및 US-A-5 389 

279 호는 클렌징 조성물 내에 혼입될 수 있는 분말로서 실리카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비누 비함유 (soap-free) 

거품형성 제품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실리카는 효과적으로 농후화시키지 않고, 원하는 유동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어

떤 문헌도 거품형성 제품을 농후화시키기 위한 소수성 실리카 및 옥시알킬렌화 화합물의 배합물을 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출원의 하나의 목적은,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물 35 중량 % 이상을 함유하는 생리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수성 매질 내에, (1) 하나 이상의 거품형성 계면 활성제, (2) 하나 이상의 소수성 실리카, 및 (3) 하나 이상의 옥시알킬

렌화 화합물을 함유하는 클렌징 조성물이다.

'생리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매질' 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피부, 점막, 두피, 눈 및/또는 모발과 양립할 수 있는 매질을 

의미한다. 또한, 이 매질은 수성 매질, 즉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35 중량 % 이상, 바람직하게는 35 중량 % 내지 95

중량 %, 더욱 바람직하게는 40 중량 % 내지 90 중량 % 의 양의 물을 함유하는 매질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거품형성 및 헹굼가능 클렌징 조성물이다. 이들은 유체가 아니면서 그 자체의 중량 이하에서 흐

를 수 있는 겔, 즉 예컨대 70 푸아즈 내지 200 푸아즈 (7 내지 20 Pa·s), 바람직하게는 90 푸아즈 내지 150 푸아즈 (

9 내지 15 Pa·s) 의 점도를 갖는 겔의 형태이며, 상기 점도는 180 내지 200 s -1 , 25 ℃ 에서 Rheomat 180 측정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되고, 상기 기기는 점도에 따라 상이한 스핀들, 예컨대 7 푸아즈 미만의 점도에 대해서는 No. 2 

스핀들, 2 내지 40 푸아즈의 점도에 대해서는 No. 3 스핀들, 및 20 푸아즈 초과의 점도에 대해서는 No. 4 스핀들이 

장착된다.

소수성 실리카

본 출원에서 '소수성 실리카' 라는 용어는 순수 소수성 실리카, 및 소수성 실리카로 코팅된 입자 모두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 중 소수성 실리카(들)의 양은, 그것이 순수 실리카이든, 소수성 실리카로 코팅된 입자이든간에, 바

람직하게는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활성 물질 중량 기준으로 1 % 이상이고, 예컨대,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활성

물질 중량 기준으로 1 중량 % 내지 15 중량 %, 더욱 바람직하게는 2 중량 % 내지 10 중량 %, 더욱더 바람직하게는 2

중량 % 내지 6 중량 % 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될 수 있는 소수성 실리카는 바람직하게는 무정형이고, 발열원의 것이다. 이들은 바람직하게

는 가루 형태이다.

발열원의 무정형 소수성 실리카는 소수성 실리카로부터 수득된다. 상기 소수성 실리카는 수소 및 산소의 존재 하에 1

000 ℃ 에서 사염화규소 (SiCl 4 ) 의 연속 화염 열분해에 의해 수득된다. 그 후, 이들은 할로실란, 알콕시실란 또는 

실라잔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수성으로 만들어진다. 소수성 실리카는 특히, 더 낮은 밀도의 실라놀기 및 더 적은 수증기

흡수에 의해 소수성 출발 실리카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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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한 구현예에 있어서, 소수성 실리카는 50 내지 500 m 2 /g 의 비표면적, 3 내지 50 nm 의 수평균

입자 크기, 및 40 내지 200,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150 g/l 의 압축 밀도를 갖는 실리카들로부터 선택된다. 이들

은 더욱 특히, 하기 표 1 에 기재된 소수성 실리카, 및 그것들의 혼합물이다.

[표 1]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되는 소수성 실리카는 또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실리카로 코팅된 입자, 특히 전체적 또

는 부분적으로 실리카로 코팅된 미네랄 입자, 예컨대 소수성 실리카로 코팅된 안료 및 금속 산화물로 구성될 수도 있

다. 상기 입자들은 또한 제품 내, 그리고 피부 상에서 광학적 성질을 가질 수도 있고; 예컨대, 이들은 매트 효과 (matt 

effect) 또는 약간의 미백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상품명 Aerosil R972 (Degussa-Huels 사) 로 판매되는 소수성 실리카가 바람직하게 소수성 실리카로서 사용된다

.

옥시알킬렌화 화합물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될 수 있는 옥시알킬렌화 화합물(들)은 에틸렌 옥시드기 (옥시에틸렌화 화합물), 프로필렌 옥

시드기 (옥시프로필렌화 화합물) 또는 이들 모두 (옥시에틸렌화/옥시프로필렌화 화합물) 를 함유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옥시알킬렌화 화합물이 사용될 수 있고, 본 발명의 조성물 중 옥시알킬렌화 화합물(들)의 양은 예컨대,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활성 물질 중량 기준으로 1 중량 % 내지 20 중량 %, 더욱 바람직하게는 2 중량 % 내지 10 

중량 % 일 수 있다.

옥시알킬렌화 화합물은 특히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스테 르 및/또는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에스테

르,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테르 및/또는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에테르, 알콕실화 아실 유도체, 특히 에톡실화 아실 폴리

올 유도체, 글리세롤 및 지방산의 옥시알킬렌화, 특히 옥시에틸렌화 트리에스테르, 알킬 사슬로 개질된 에톡시에틸렌

화 우레탄 유도체, 및 그것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1.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될 수 있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10 초과의 에틸렌 옥시드 (EO) 단위체의 수를 갖는 에틸

렌 옥시드 중축합물이다. 에틸렌 옥시드 수는 예컨대 10 내지 50000, 바람직하게는 14 내지 10000 일 수 있다. 폴리

에틸렌 글리콜의 예로는 7000 EO 를 함유하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CTFA 명: PEG-7M), 예컨대 상품명 Polyox WS

R N-750 (Amerchol 사) 으로 판매되는 제품, 75 EO 를 함유하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CTFA 명: PEG-75), 2000

0 EO 를 함유하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CTFA 명: PEG-20M), 예컨대 상품명 Polyox WSR 1105 (Amerchol 사) 

로 판매되는 제품, 및 150 EO 를 함유하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CTFA 명: PEG-150) 을 들 수 있다.

2.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스테르 및/또는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에스테르는 하나 이상의 지방산과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또는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의 축합물이다. 이들은 하기 화학식의 화합물이다:

RCOO-(EO) m -(PO) n -R'

[식 중, 0 ≤m ≤300 이고, 0 ≤n ≤300 이고, m + n ≥6 이고, R 및 R' 은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1 내지 30 개

의 탄소 원자, 바람직하게는 12 내지 22 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포화 또는 불포화, 선형 또는 분지형, 히드록실화

또는 비-히드록실화 알킬 사슬, 또는 아릴 사슬을 나타내고, 단, R 및 R' 은 동시에 수소가 아님].

폴리에틸렌 글리콜산 에스테르 및/또는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산 에스테르의 예로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디스테아레이

트 (150 EO), 예컨대 상품명 Atlas G-1821 (Uniqema 사) 로 판매되는 제품, PEG-150 디베헤네이트, 예컨대 상

품명 Ethox PEG 6000 Dibehenate (Ethox 사) 로 판매되는 제품, 폴리에틸렌 글리콜 팔미토스테아레이트 (120 E

O), 예컨대 상품명 Stearate 6000 WL 1644 (Gattefosse 사) 로 판매되는 제품, 폴리에틸렌 글리콜 (30 EO) 및 12

-히드록시스테아르산의 공중합체, 예컨대 상품명 Arlacel P135 (Uniqema 사) 로 판매되는 제품,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 스테아레이트 (40 EO), 예컨대 상품명 MYRJ 52 (Uniqema 사) 로 판매되는 제품을 들 수 있다.

R = R' = H 인 경우, 상품명 UCON 75-H-450 (AMERCHOL 사) 으로 판매되는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

렌 통계적 공중합체 (17 EO/6 PO) 를 예로 들 수 있다. 더 많은 EO 및/또는 더 많은 PO 를 갖는 분자는 배제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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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테르 및/또는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에테르는 하나 이상의 지방 알콜과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또는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의 축합물이다. 이들은 하기 화학식의 화합물이다:

R-(EO) m -(PO) n -R'

[식 중, 0 ≤m ≤300 이고, 0 ≤n ≤300 이고, m + n ≥6 이고, R 및 R' 은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1 내지 30 개

의 탄소 원자, 바람직하게는 12 내지 22 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포화 또는 불포화, 선형 또는 분지형, 히드록실화

또는 비-히드록실화 알킬 사슬, 또는 아릴 사슬을 나타내고, 단 R 및 R' 은 동시에 수소가 아님].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테르의 예로는 특히 옥시에틸렌화 (30 EO) 세틸 알콜, 예컨대 상품명 Nikkol BC-30TX t (Ni

kkol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15 EO) 올레일 알콜, 예컨대 상품명 Nikkol BO-15TX (Nikkol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50 EO) 올레일 알콜, 예컨대 상품명 Nikkol BO-50 (Nikkol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10 EO) 베헤닐 알콜, 예컨대 상품명 Mergital B 10 (Nikkol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3

0 EO) 베헤닐 알콜, 예컨대 상품명 Nikkol BB-30 (Nikkol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12 EO) 라우릴 알

콜, 예컨대 상품명 Rewopal 12 (Goldschmidt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23 EO) 라우릴 알콜, 예컨대 

상품명 Simulsol P 23 (SEPPIC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20 EO) 2-옥틸도데실 알콜, 예컨대 상품명 

Octyldodeceth-20 (Stearinerie Dubois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20 EO) 이소세틸 알콜, 예컨대 상

품명 Arlasolve 200 US (Uniqema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10 EO) 올레일 알콜, 예컨대 상품명 Brij 

97 (Uniqema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20 EO) 올레일 알콜, 예컨대 상품명 Brij 98 (Uniqema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100 EO) 스테아릴 알콜, 예컨대 상품명 Brij 700 (Uniqema 사) 로 판매되는 제

품, 및 옥시에틸렌화 (21 EO) 스테아릴 알콜, 예컨대 상품명 Brij 721 (Uniqema 사) 로 판매되는 제품을 들 수 있

다.

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에테르의 예로는 특히 옥시에틸렌화 (5 EO) 옥시프로필렌화 (5 PO) 라우릴

알콜, 예컨대 상품명 Aethoxal B (Cognis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프로필렌화 (3 PO) 미리스틸 알콜, 예컨대 상

품명 Promyristyl PM-3 (Croda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20 EO) 옥시프로필렌화 (5 PO) 세틸 알콜, 

예컨대 상품명 Procetyl AWS (Croda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26 EO) 옥시프로필렌화 (26 PO) 부틸

알콜, 예컨대 상품명 PPG-26-Buteth-26 (Goldschmidt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26 EO) 옥시프로필

렌화 (26 PO) 부틸 알콜, 예컨대 상품명 Varonic Apeb (Goldschmidt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30 EO

) 옥시프로필렌화 (6 PO) 데실테트라데칸올, 예컨대 상품명 Nikkol PEN-4630 (Nikkol 사) 로 판매되는 제품, 및 

옥시에틸렌화 (25 EO) 옥시프로필렌화 (25 PO) 라우릴 알콜, 예컨대 상품명 ADF-Oleile (Vevy 사) 로 판매되는 

제품을 들 수 있다.

4. 폴리올의 에톡실화 알킬 또는 아실 유도체는, 예컨대 지방산 에스테르 또는 지방 알콜 에테르, 및 폴리올, 예컨대 

글리세롤, 소르비톨, 글루코스 또는 펜타에리트리톨의 옥시에틸렌화 유도체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유도체로서, 옥시에틸렌화 (78 EO) 글리세릴 코코에이트, 예컨대 상품명 Simulsol CG (SEPPIC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120 EO) 메틸글루코스 디올레에이트, 예컨대 상품명 Glucamate DOE-120 Veget

al (Amerchol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40 EO) 소르비탄 셉타올레에이트, 예컨대 상품명 Arlatone T 

(Uniqema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10 EO) 폴리글리세릴 (2 몰의 글리세롤) 라우레이트, 예컨대 상품

명 HOE S 3495 (Clariant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60 EO) 글리세릴 이소스테아레이트, 예컨대 상품

명 Emalex GWIS-160 (SACI-CFPA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20 EO)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예컨대 상품명 Cutina E 24 (Cognis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200 EO)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예컨

대 상품명 Simulsol 220 TM (SEPPIC 사) 로 판매되는 제품, 및 옥시에틸렌화 (150 EO) 펜타에리트리틸 테트라스

테아레이트, 예컨대 상품명 Crothix (Croda 사) 로 판매되는 제품을 예로 들 수 있다.

5. 지방산의 옥시알킬렌화 글리세릴 트리에스테르로는, 옥시에틸렌화 (6 EO) 카프릴산/카프르산 글리세리드, 예컨대

상품명 Softigen 767 (Condea 사) 로 판매되는 제품, 및 옥시에틸렌화 (50 EO) 올리브유, 예컨대 상품명 Crovol 

O-70 (Croda 사) 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예로 들 수 있다.

6. 알킬 사슬로 개질된 에톡시에틸렌화 우레탄 유도체로는, 하기 화학식 1 및 2 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화학식 1

화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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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중, 라디칼 R 1 , R 2 및 R 5 는 C 1-18 알킬기를 나타내고; R 3 및 R 6 는 선형, 고리형 또는 방향족 C 4-36 탄

화수소 기재의 라디칼을 나타내고; R 4 는 수소 원자 또는 C 1-6 알킬 라디칼, 바람직하게는 수소 원자를 나타내고; a

는 90 내지 600 의 정수이고, b 는 1 내지 4 의 정수임].

이들은, 예컨대 디올 (폴리에테르, 폴리에스테르) 과 디이소시아네이트 (HMDI: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의 첨

가 반응에 의해 수득되고, 에톡실화 또는 에톡실화/프로폭실화 지방 알콜로부터 수득한 소수성 기로 종결되는 수용성

중합체이다. 이는 예컨대, 옥시에틸렌화 (100 EO) 스테아릴 알콜/폴리에틸렌 글리콜 (136 EO)/헥사메틸렌 디이소시

아네이트 공중합체인 SER AD FX 1100 (Adriss 사 판매) 에 대한 경우이다.

이 유형의 중합체로는, 그 끝에 각각 메틸 잔기 및 옥타데실 잔기를 갖는,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및 폴리에틸

렌 글리콜의 축합에 의해 수득한 폴리우레탄인 상품명 Acrysol 44 (또는 Aculyn 44) 및 Acrysol 46 (또는 Aculyn 4

6) 로 판매되는 제품 (CTFA 명: PEG-150/데실 알콜/SMDI 공중합체) 을 예로 들 수 있다. 상기 폴리우레탄은 또한 3

% 내지 5 % 의 효소적으로 개질된 전분 매트릭스를 함유한다. 이들은 Rohm amp; Haas 사에 의해 판매된다. 이들은

또한 제품 Rheolate 205, 210, 212, 216, 244, 278, 255, 266, 288, 300 및 350 (Elementis 사 판매), 또는 제품 

Borchigel LW.44, L.75.N; L 76; VP 9628-LL36; VP 97105-NT40; VP 9620 (Borchers 사 판매) 이다.

계면 활성제

본 발명에 따른 거품형성 조성물은 조성물에 거품형성 성질을 부여하는 하나 이상의 계면 활성제를 함유한다. 이 계

면 활성제는 임의의 비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성 또는 쯔비터이온성 거품형성 계면 활성제, 및 그것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계면 활성제(들)의 양은 예컨대,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활성 물질 중량 기준으로 2 중량 % 내지 50 중량 %, 더욱 

바람직하게는 3 중량 % 내지 30 중량 % 일 수 있다.

1.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사용될 수 있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로는 알킬 폴리글루코시드 (APG), 말토스 에스테르, 폴리글리세롤화 지방 알콜,

글루카민 유도체, 예컨대 2-에틸헥실옥시카르보닐-N-메틸글루카민, 및 그것들의 혼합물을 예로 들 수 있다.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알킬 폴리글루코시드는 6 내지 30 개의 탄소 원자, 바람직하게는 8 내지 16 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알킬기, 및 바람직하게는 1.2 내 지 3 개의 당류 단위체를 함유하는 소수성기 (글루코시드) 를 함유하는 것

이다. 알킬 폴리글루코시드로는, 데실글루코시드 (알킬-C9/C11-폴리글루코시드 (1.4)), 예컨대 상품명 Mydol 10 

(Kao Chemicals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상품명 Plantaren 2000 UP (Henkel 사) 로 판매되는 제품 및 상품명 Ora

mix NS 10 (SEPPIC 사) 으로 판매되는 제품; 카프릴릴/카프릴 글루코시드, 예컨대 상품명 Oramix CG 110 (SE

PPIC 사) 으로 판매되는 제품; 라우릴글루코시드, 예컨대 상품명 Plantaren 1200 N 및 Plantacare 1200 (Henk

el 사) 으로 판매되는 제품; 및 코코글루코시드, 예컨대 상품명 Plantacare 818/UP (Henkel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을 예로 들 수 있다.

말토스 유도체는, 예컨대 문헌 FR-2 739 556 호에 개시된 O-도데카노일-6'-D-말토스 또는 O-옥타노일-6'-D-말

토스와 같은 문헌 EP-A-566 438 호에 개시된 것이다.

폴리글리세롤화 지방 알콜 중, 폴리글리세롤화 도데칸디올 (3.5 몰의 글리세롤) 을 들 수 있고, 상기 제품은 상품명 C

himexane NF (Chimex 사) 로 판매된다.

2.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는 특히 카르복실레이트, 아미노산 유도체, 알킬 술페이트, 알킬 에테르 술페이트, 술포네이

트, 이세티오네이트, 타우레이트, 술포숙시네이트, 알킬 술포아세테이트, 포스페이트 및 알킬 포스페이트, 폴리펩티드

, 음이온성 알킬 폴리글루코시드 유도체 및 지방산 비누, 및 그것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카르복실레이트로는 N-아실아미노산의 알칼리 금속염; 아미도 에테르 카르복실레이트 (AEC), 예컨대 상품명 Akyp

o Foam 30 (Kao Chemicals 사) 로 판매되는 소듐 라우릴 아미도 에테르 카르복실레이트 (3 EO); 폴리옥시에틸렌

화 카르복실산염, 예컨대 상품명 Akypo Soft 45 NV (Kao Chemicals 사) 로 판매되는 옥시에틸렌화 (6 EO) 소듐 

라우릴 에테르 카르복실레이트 (C12-14-16 65/25/10); 상품명 Olivem 400 (Biologia E Technologia 사) 으로 

판매되는, 올리브유 및 카르복시메틸의 폴리옥시에틸렌화 지방산; 상품명 Nikkol ECTD-6NEX (Nikkol 사) 로 판

매되는 옥시에틸렌화 (6 EO) 소듐 트리데실 에테르 카르복실레이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아미노산 유도체는, 예컨대 사르코시네이트, 특히 아실사르코시네이트, 예컨대 상품명 Sarkosyl NL 97 (Ciba 사) 

로 판매되거나 상품명 Oramix L 30 (SEPPIC 사) 으로 판매되는 소듐 라우로일 사르코시네이트, 상품명 Nikkol Sa

rcosinate MN (Nikkol 사) 으로 판매되는 소듐 미리스토일 사르코시네이트 또는 상품명 Nikkol Sarcosinate PN 

(Nikkol 사) 으로 판매되는 소듐 팔미토일 사르코시네이트; 알라니네이트, 예컨대 상품명 Sodium Nikkol Alaninat

e LN 30 (Nikkol 사) 로 판매되거나, 상품명 Alanone ALE (Kawaken 사) 로 판매되는 소듐 N-라우로일-N-메

틸아미도프로피오네이트, 및 상품명 Alanone Alta (Kawaken 사) 로 판매되는 N-라우로일-N-메틸알라닌 트리에

탄올아민; N-아실글루타메이트, 예컨대 상품명 Acylglutamate CT-12 (Ajinomoto 사) 로 판매되는 트리에탄올아

민 모노코코일글루타메이트, 및 상품명 Acylglutamate LT-12 (Ajinomoto 사) 로 판매되는 트리에탄 올아민 라우

로일글루타메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예컨대 상품명 Asparack (Mitsubishi 사) 으로 판매되는, 트리에탄올아민 N-

라우로일 아스파르테이트 및 트리에탄올아민 N-미리스토일아스파르테이트의 혼합물; 시트레이트, 및 그것들의 혼합

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알킬 에테르 술페이트로는 상품명 Sipon AOS 225 또는 Texapon N702 PATE (Henkel 사) 로 판매되는 소듐 

라우릴 에테르 술페이트 (C12-14 70/30) (2.2 EO), 상품명 Sipon Lea 370 (Henkel 사) 으로 판매되는 암모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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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릴 에테르 술페이트 (C12-14 70/30) (3 EO), 및 상품명 Rhodapex AB/20 (Rhodia Chimie 사) 으로 판매되는 

암모늄 (C12-C14) 알킬 에테르 (9 EO) 술페이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술포네이트로는 α-올레핀 술포네이트, 예컨대 상품명 Bio-Terge AS-40 (Stepan 사) 으로 판매되거나, 상품명 

Witconate AOS Protege 및 Sulframine AOS PH 12 (Witco 사) 으로 판매되거나, 상품명 Bio-Terge AS-40 

CG (Stepan 사) 로 판매되는 소듐 α-올레핀 술포네이트 (C14-16), 상품명 Hostapur SAS 30 (Clariant 사) 으

로 판매되는 소듐 이차 올레핀 술포네이트; 선형 알킬 아릴 술포네이트, 예컨대 상품명 Manrosol SXS30 , Manros

ol SXS40 및 Manrosol SXS93 (Manro 사) 로 판매되는 소듐 자일렌술포네이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세티오네이트로는 아실이세티오네이트, 예컨대 소듐 코코일이세티오네이트, 예컨대 상품명 Jordapon CI P (Jor

dan 사) 를 들 수 있다.

타우레이트로는 상품명 Hostapon CT Pate (Clariant 사) 로 판매되는 팜핵 오일 메틸타우레이트의 나트륨염; N-

아실 N-메틸타우레이트, 예컨대 상품명 Hostapon LT-SF (Clariant 사) 로 판매되거나, 상품명 Nikkol CMT-30-

T (Nikkol 사) 로 판매되는 소듐 N-코코일 N-메틸타우레이트, 및 상품명 Nikkol PMT (Nikkol 사) 로 판매되는

소듐 팔미토일 메틸타우레이트를 들 수 있다.

술포숙시네이트로는 상품명 Setacin 103 Special , Rewopol SB-FA 30 K 4 (Witco 사) 로 판매되는 옥시에틸

렌화 (3 EO) 라우릴 모노술포숙시네이트 (C12/C14 70/30), 상품명 Setacin F Special Paste (Zschimmer Schwa

rz 사) 로 판매되는 C12-C14 알킬 헤미술포숙시네이트의 이나트륨염, 상품명 Standapol HS 135 (Henkel사) 로 

판매되는 옥시에틸렌화 (2 EO) 디소듐 올레아미도술포숙시네이트, 상품명 Lebon A-5000 (Sanyo 사) 로 판매되

는 옥시에틸렌화 (5 EO) 라우릴아미드 모노술포숙시네이트, 상품명 Rewopol SB CS 50 (Witco 사) 으로 판매되는

라우릴 시트레이트 모노술포숙시네이트의 옥시에틸렌화 (10 EO) 이나트륨염, 및 상품명 Rewoderm S 1333 (Wit

co 사) 으로 판매되는 리시놀레산 모노에탄올아미드 모노술포숙시네이트를 예로 들 수 있다.

포스페이트 및 알킬 포스페이트로는 모노알킬 포스페이트 및 디알킬 포스페이트, 예컨대 상품명 MAP 20 (Kao Ch

emicals 사) 으로 판매되는 라우릴 모노포스페이트, 상품명 Crafol AP-31 (Cognis 사) 로 판매되는 모노에스테르 

및 디에스테르 (주로 디에스테르) 의 혼합물로서, 도데실인산의 칼륨염, 상품명 Crafol AP-20 (Cognis 사) 으로 판

매되는 옥틸인산의 모노에스테르 및 디에스테르의 혼합물, 상 품명 Isofol 12 7 EO-Phosphate Ester (Condea 사)

로 판매되는 2-부틸옥탄올의 에톡실화 (7 몰의 EO) 인산 모노에스테르 및 디에스테르의 혼합물, Arlatone MAP 230

K-40 및 Arlatone MAP 230T-60 (Uniqema 사) 참조로 판매되는 모노알킬 (C12-C13) 포스페이트의 칼륨염 

또는 트리에탄올아민염, 및 상품명 Dermalcare MAP XC-99/09 (Rhodia Chimie 사) 로 판매되는 포타슘 라우릴 

포스페이트를 예로 들 수 있다.

폴리펩티드는, 예컨대 곡물, 특히 밀 및 귀리로부터의 아미노산과 지방 사슬을 커플링함으로써 수득된다. 폴리펩티드

로는 상품명 Aminofoam W OR (Croda 사) 로 판매되는 가수분해된 라우로일 밀 단백질의 칼륨염, 상품명 May-T

ein SY (Maybrook 사) 로 판매되는 가수분해된 코코일 대두 단백질의 트리에탄올아민염, 상품명 Proteol Oat (

SEPPIC 사) 로 판매되는 귀리 라우로일아미노산의 나트륨염, 상품명 Geliderm 3000 (Deutsche Gelatine 사) 으

로 판매되는 코코넛 지방산에 그라프트된 콜라겐 가수분해물, 및 상품명 Proteol VS 22 (SEPPIC 사) 로 판매되는 

수소첨가된 코코넛 산으로 아실화된 대두 단백질을 예로 들 수 있다.

알킬폴리글루코시드의 음이온성 유도체는 특히, 알킬 폴리글루코시드로부터 수득한 글리세릴 에테르, 카르보네이트,

술포숙시네이트, 타르트레이트 및 시트레이트일 수 있다. 상품명 Eucarol AGE-ET (Cesalpinia 사) 로 판매되는 

코코일-폴리글루코시드 (1,4) 타르타르산 에스테르의 나트륨염, 상품명 Essai 512 MP (SEPPIC 사) 로 판매되는 

코코일폴리글루코시드 (1,4) 술포숙신산 에스테르의 이나트륨염, 및 상품명 Eucarol AGE-EC (Cesalpinia 사) 로 

판매되는 코코일폴리글루코시드 (1,4) 시트르산 에스테르의 나트륨염을 예로 들 수 있다.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지방산 비누는 미네랄 또는 유기 베이스로 염화(鹽化)된 천연 또는 합성원

의 지방산이다. 지방 사슬은 6 내지 22 개의 탄소 원자, 바람직하게는 8 내지 18 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할 수 있다. 미

네랄 또는 유기 베이스는 알칼리 금속 또는 알칼리 토금속, 아미노산 및 아미노 알콜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염으로는, 라이신 및 아르기닌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트리에탄올아민 및 N-메틸글루카민염을 예로 들 수 

있다. 비누로는 라우르산, 미리스트산, 팔미트산 또는 스테아르산의 칼륨 또는 나트륨염 (포타슘 또는 소듐 라우레이

트, 미리스테이트, 팔미테이트 및 스테아레이트), 및 그것들의 혼합물을 예로 들 수 있다.

3. 양쪽성 및 쯔비터이온성 계면 활성제는, 예컨대 베타인, N-알킬아미도베타인 및 그것들의 유도체, 글리신 유도체, 

술타인, 알킬 폴리아미노카르복실레이트 및 알킬암포아세테이트, 및 그것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베타인으로는 코코베타인, 예컨대 상품명 Dehyton AB-30 (Henkel 사) 으로 판매되는 제품, 라우릴베타인, 예컨대

상품명 Genagen KB (Clariant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옥시에틸렌화 (10 EO) 라우릴베타인, 예컨대 상품명 Lauryl 

Ether (10 EO) Betaine (Shin Nihon Rica 사) 으로 판매되는 제품, 및 옥시에틸렌화 (10 EO) 스테아릴베타인, 예

컨대 상품명 Stearyl Ether (10 EO) Betaine (Shin Nihon Rica 사) 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예로 들 수 있다.

N-알킬아미도베타인 및 그것의 유도체 중, 상품명 Lebon 2000 HG (Sanyo 사) 로 판매되거나, 상품명 Empigen 

BB (Albright amp; Wilson 사) 로 판매되는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및 상품명 Rewoteric AMB12P (Witco 사) 

로 판매되는 라우라미도프로필 베타인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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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신 유도체로는 상품명 Amilite GCS-12 (Ajinomoto 사) 로 판매되는 소듐 N-코코일글리시네이트를 들 수 있

다.

술타인으로는 상품명 Crosultaine C-50 (Croda 사) 으로 판매되는 코코일아미도프로필히드록시술포베타인을 들 수

있다.

알킬 폴리아미노카르복실레이트 (APAC) 로는 상품명 Ampholak 7 CX/C 및 Ampholak 7 CX (Akzo Nobel 사) 

로 판매되는 소듐 코코일폴리아미노카르복실레이트, 상품명 Ampholak 7 TX/C (Akzo Nobel 사) 로 판매되는 소듐 

스테아릴폴리아미도카르복실레이트, 및 상품명 Ampholak XO7/C (Akzo Nobel 사) 로 판매되는 소듐 카르복시메

틸올레일폴리프로필아민을 들 수 있다.

알킬암포아세테이트로는 N-디소듐 N-코코일-N-카르복시메톡시에틸-N-카르복시메틸에틸렌디아민 (CTFA 명: 디

소듐 코캄포디아세테이트), 예컨대 상품명 Miranol C2M Concentre NP (Rhodia Chimie 사) 로 판매되는 제품, 및

N-소듐 N-코코일-N-히드록시에틸-N-카르복시메틸에틸렌디아민 (CTFA 명: 소듐 코캄포아세테이트) 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특정 구현예에 있어서, 상기 언급한 계면 활성제 중,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로는 더욱 특히 아실사르

코시네이트, 옥시에틸렌화 알킬 에테르 술페이트, N-아실 N-메틸타우레이트, N-아실글루타메이트, 아실이세티오네

이트, 술포숙시네이트, 포스페이트 및 알킬 포스페이트, 폴리펩티드 및 비누가 사용되고; 양쪽성 및 쯔비터이온성 계

면 활성제로는 더욱 특히 베타인 및 알킬암포아세테이트가 사용되고;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로는 더욱 특히 알킬 폴리

글루코시드, O-옥타노일-6'-D-말토스, O-도데카노일-6'-D-말토스, 폴리글리세롤화 도데칸디올 (3.5 몰의 글리세

롤) 및 2-에틸헥실옥시카르보닐 N-메틸글루카민이 사용되고; 상기 계면 활성제들의 혼합물이 사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수성 매질은 물에 더하여, 1 내지 6 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저급 알콜, 예컨대 에탄올; 

및 폴리올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용매를 함유할 수 있다. 폴리올로는 글리세롤; 글리콜, 예컨대 부틸렌 글리콜, 

이소프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 예컨대 PEG-8; 소르비톨; 당, 예컨대 글루코스, 프룩토스, 

말토스, 락토스 또는 수크로스; 및 그것들의 혼합물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 중 용매(들)의 양은, 예컨대 조성

물의 총 중량에 대해 0.5 중량 % 내지 30 중량 %, 바람직하게는 2 중량 % 내지 20 중량 % 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통상 화장품에 사용되는 보조제, 특히 클렌징 제품에 사용되는 보조제를 함유할 수 있다. 보조제

로는 향료, 보존제, 봉쇄제 (EDTA), 안료, 진주광택제 (nacres), 미네랄 또는 유기 충전제, 매트 효과제, 표백제 또는 

박리제, 가용성 착색제, 선스크린, 화장용 또는 피부학적 활성 제제, 예컨대 수용성 또는 지용성 비타민, 방부제, 항지

루제, 항미생물제, 예컨대 벤조일 퍼옥시드, 살리실산, 트리클로산 및 아젤라산, 및 또한 광학 광택제, 비이온성 중합

체, 예컨대 폴리비닐피롤리돈 (PVP), 음이온성 및 양쪽성 중합체, 및 수성 매질과 양립불가능한 지방 물질, 예컨대 오

일 또는 왁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상기 다양한 보조제의 양은 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 예컨대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0.01 % 내지 20 % 이다. 상기 보조제 및 그것들의 농도는 본 발명의 조성물의 원하는 성질을 개질시키

지 않아야 한다.

충전제로서, 미네랄 충전제, 예컨대 상품명 LUZENAC 15 M00 (LUZENAC 사) 로 판매되는 탈크 또는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크기 : 5 미크론); 카올린 또는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예컨대 상품명 KAOLIN SUPREME (IMERYS 사) 

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유기 충전제, 예컨대 전분, 예컨대 상품명 AMIDON DE MAIS B (ROQUETTE 사) 로 판매

되는 제품, 나일론 마이크로스피어, 예컨대 상품명 Orgasol 2002 UD NAT COS (Atochem 사) 로 판매되는 제품; 이

소부탄을 함유하는 염화비닐리덴/아크릴로니트릴/메타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에 기재한 마이크로스피어, 예컨대 상

품명 Expancel 551 DE (EXPANCEL 사) 로 판매되는 제품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섬유, 예컨대 나

일론 섬유 (Polyamide 0.9 Dtex 0.3 mm, Etablissements Paul Bonte 사 판매), 셀룰로스 또는 레이온 섬유 (RAYO

N FLOCK RCISE NOOO3 MO4 , CLAREMONT FLOCK CORPORATION 사 판매)를 첨가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특히 피부 (신체, 얼굴 및 눈), 두피 및/또는 모발 용 클렌징 또는 메이크업 제거 제품을 구성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주제는 피부, 눈, 두피 및/또는 모발의 클렌징 및/또는 메이크업 제거용 제품으로서, 상기 기재된 바

와 같은 조성물의 화장 용도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또한 지성 피부의 트리트먼트 및/또는, 특히 항박테리아 제제를 함유하는 경우, 피부 및/또

는 두피의 소독용 조성물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특히, 지성 피부의 트리트먼트용 특정 활성 제제, 예컨대 살리실산, 

아젤라산, 트리클로산, 피록톤 올라민 또는 니아신아미드 (비타민 PP) 가 그 안에 함유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주제는 지성 피부의 트리트먼트 및/또는, 피부 및/또는 두피의 소독용 조성물의 제조를 위한, 상기 

기재된 조성물의 용도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주제는 본 발명의 조성물이 물의 존재 하에, 피부, 눈, 두피 및/또는 모발에 적용되고, 물로 헹굼으

로써, 형성된 거품 및 오염 잔류물이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눈, 두피 및/또는 모발을 클렌징하기 위한 화

장법으로 구성된다.

얼굴을 클렌징하는 경우,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1 내지 3 분의 기간 동안 잔류한 후, 헹굼 제거되는 마스크 (mask)

를 구성할 수 있다.

하기 예는 그러나, 그 성질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다면, 지시된 

양은 중량 백분율이다.

실시예 1 및 비교예 1 및 2: 비누 비함유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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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조성물은 흐름성 겔보다 사용하기 

쉬운 농후한 겔의 형태이고, 양호한 화장성을 갖는 이점을 갖는다.

실시예 2: 비누 비함유 거품형성 조성물

라우릴 모노포스페이트 (75 % 모노에스테르 함유)

(MAP 20 ) 6.5 % (A.M. 에서)

알킬-C9/C11-폴리글루코시드 (1.4)

(Mydol 10) 6.5 % (A.M. 에서)

수산화칼륨 1.7 %

PEG-120 메틸글루코스 디올레에이트

(Glucamate DOE-120 Vegetal ) 2 %

소수성 실리카 (Aerosil R-972 ) 5 %

보존제 적당량

물 총량 100 %

본 조성물은 No. 4 스핀들이 장착된 Rheomat 점도계로, 25 ℃ 에서 측정한 142 푸아즈 (14.2 Pa·s) 의 점도를 갖

는, pH 7.1 의 농후한 흐름성 겔의 형태이다,

감각적 성능의 질 : 발생된 거품의 질은 하기 기재된 프로토콜에 따라 평가한다.

제품의 사용 전의 어떠한 경우든지, 가정용 비누로 손을 씻은 후, 적절히 헹구고 말린다. 이 때, 수반되는 프로토콜은 

하기와 같다:

1- 흐르는 물 아래로 손을 통과시켜 손을 적시고, 3 번 흔들어 물기를 없애고,

2- 한 손바닥에 제품 1 g 을 놓고,

3- 10 초 동안 두 손바닥 사이에서 제품을 문지르고,

4- 물 2 ml 를 첨가하고, 다시 10 초 동안 제품을 문지르고,

5- 물 아래에서 손을 헹구고,

6- 손을 말림.

그 기준은 수반되는 프로토콜의 각 단계에서 평가하고, 0 내지 10 으로 등급을 매겼다.

- 단계 3: 커버력의 평가: 산포된 제품을 통해 피부가 덜 보일수록, 부여되는 등급은 비례하여 높아진다.

- 단계 4: 거품의 질의 평가

- 거품 부피 : 부피가 증가할수록, 주어지는 등급은 비례하여 높아진다.

- 거품이 형성되는 버블 (bubble) 의 크기 : 버블이 커질수록, 주어지는 등급은 비례하여 높아진다.

- 밀도 : 거품의 컨시스턴시 및 행동: 밀도가 커질수록, 주어지는 등급은 비례하여 높아진다.

- 거품 연성 : 거품이 부드러워질수록, 주어지는 등급은 비례하여 커진다.

- 단계 5: 헹굼 도중 평가

- 헹굼: 제거하기 어려운 미끄러운 막의 존재가 커질수록, 주어지는 등급은 비례하여 낮아진다.

각 기준에 대한 감각적 결과가 하기와 같다:

비교예 1 비교예 2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2

첫 번째 버블이 나타나는 속도 10 9.5 9.8 10

커버력 6.3 4.6 6.4 6.4

거품 부피 6.4 6.8 6.4 6.1

버블의 크기 4.5 5 3.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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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6.9 6.8 7.4 7.1

거품 연성 6.4 6.1 6.9 5.8

헹굼 6.9 7.3 7.3 8.4

유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값 사이의 차이가 1 이상이어야 한다.

상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더 농후한 클렌징 조성물에 더 나은 유동학적 성질을 부여하면서, 소수성 실리카 및 

옥시에틸렌화 화합물의 첨가는, 수득한 거품의 성능의 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또한, 특정 기준, 예컨대 버블의 크기 (

및 이에 따른 거품의 미세함) 의 향상 및, 계면 활성제 시스템으로서 소듐 라우레트 술페이트 (2.2 EO) 및 코코베타인

을 사용한 실시예 1 의 경우, 거품 연성의 향상이 주목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소수성 실리카 및 옥시알킬렌화 (옥시에틸렌화 및/또는 옥시프로필렌화) 화합물의 배합으로, 그 자체의 중

량 이하에서 흐르는 한편, 동시에 상대적으로 농후한, 즉 우유 또는 농후한 거품형성 겔과 유사한 점도를 갖는, 거품형

성 제품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물 35 중량 % 이상을 함유하는 생리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수성 매질 내에, (1)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활성 물질 중량 기준으로 2 % 내지 50 %의 거품형성 계면 활성제, (2)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활성 

물질 중량 기준으로 1 % 내지 15 %의 소수성 실리카, 및 (3)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활성 물질 중량 기준으로 1 % 

내지 20 %의 옥시알킬렌화 화합물을 함유하는 클렌징 조성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35 중량 % 내지 95 중량 % 의 물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7 내지 20 Pa·s 의 점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소수성 실리카가 발열원의 무정형 실리카들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

물.

청구항 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소수성 실리카가 50 내지 500 m 2 /g 의 비표면적, 3 내지 50 nm 의 수평균 입자 크

기, 및 40 내지 200 g/l 의 압축 밀도를 갖는 실리카들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옥시알킬렌화 화합물이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스테르 및/또는 폴

리프로필렌 글리콜 에스테르,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테르 및/또는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에테르, 폴리올의 알콕실화 알

킬 유도체, 글리세롤 및 지방산의 옥시알킬렌화 트리에스테르, 알킬 사슬로 개질된 에톡시에틸렌화 우레탄 유도체, 및

그것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0.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거품형성 계면 활성제가 비이온성 계면 활 성제,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 양쪽성 계면 

활성제 및 쯔비터이온성계면 활성제, 및 그것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거품형성 계면 활성제가 알킬 폴리글루코시드, 말토스 에스테르, 폴리글리세롤화 지

방 알콜, 글루카민 유도체, 카르복실레이트, 아미노산 유도체, 알킬 술페이트, 알킬 에테르 술페이트, 술포네이트, 이

세티오네이트, 타우레이트, 술포숙시네이트, 알킬 술포아세테이트, 포스페이트 및 알킬 포스페이트, 폴리펩티드, 음이

온성 알킬 폴리글루코시드 유도체, 지방산 비누, 베타인, N-알킬아미도베타인 및 그것들의 유도체, 글리신 유도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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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알킬 폴리아미노카르복실레이트 및 알킬암포아세테이트, 및 그것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1 내지 6 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알콜 및 폴리올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용

매, 및 그것들의 혼합물을 추가로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피부, 눈, 두피 및/또는 모발의 클렌징 및/또는 메이크업 제거용 제품으로서, 화장용으

로 사용되는 조성물.

청구항 1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지성 피부의 트리트먼트 및/또는, 피부 및/또는 두피의 소독용 조성물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조성물.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마스크 (mask) 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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