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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미세유화액 조성물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미세유화액 조성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신규한  미세유화액(microemulsion)조성물과  당해  조성물을  피부에  처리하여  인간의 피부
를 촉촉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유화액은  적어도  두개의  불혼화성  액상[이중의  하나는  소적(droplet)형태로  다른  것에  골고루 분산
된다]과 계의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유화제를 함유하는 분산계(dispersed system)이다.

유화액의  유형은  유화액에  존재하는  액체의  소적크기에  따라  두가지이다.  거대유화액의  소적의  평균 
직경은  약  10  내지  약  1000μ이기  때문에  빛은  거대유화액을  통과하지  못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유화액은  우유빛  백색을  나타낸다.  미세유화액은  평균  직경이  대략  0.2μ,  또는  그  이하로  상당히 
작은  소적으로  이루어진  안정한  계이다.  따라서,  미세유화액은  투명하며,  외형상으로는  항상 투명하
다.

미세유화액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유화액의  특이한  형태이다.  이러한  계로  이루어진  생성물은 안정
성이  좋고  입자크기가  작으므로,  수득한  미세  유화액은  상품으로서  특히  적합하다.  미세유화액에 대
한  기타의  지식  및  이의  특성은  문헌[참조  :  [Emulsions  and  Emulsion  Technology  Part  I,  ed, 
Kenneth J.Lissant, Marcel Dekker, Inc, New York, Chapter3"Microemulsions"(1974) 및 
Microemulsions  Theory  and  Practice  ed.  Leon  M.  Prince,  Academic  Press,  Inc.  (1977)]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유화액은  특히  약제  방출용  비히클로서  용도가  다양하다.  특히,  영국  특허  제  2,098,865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미세유화액은  약리학적  활성제를  방출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또한,  미합중국  특허 
제  3,917,830호에는,  미세유화액이  마취제를  함유하는  주사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으며,  미합중국  특허  제  3,778,381호에는  산소를  흡수하는  불소화  유기  화합물용  담체로서 공지되
어  있다.  문헌[참조  :  Jayakrishnanet  al,  in  J.Soc.Cosmet.chem.  34,  335-350(1983)]에는 미세유화
액을 사용하여 하이드로코르티손을 방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은  특정한  모이스춰라이저(moisturing  agent  ;  moisturizer)뿐만  아니라  미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폴리실록산  및  피부  보습제로  이루어지며,  소적의  평균  직경이  약  0.001  내지  약 0.2μ
인 미세 유화액 조성물을 피부에 처리함으로써 인간의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는,  우선  촉촉하게할  피부에  미세유화액을  처리한  다음,  모이스춰라이징 거
대유화액  조성물을  처리하여  모이스춰라이징  거대유화액  조성물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모이스춰라이
징  거대유화액  조성물의  효과를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미세  유화액  조성물은  특정한  모이스춰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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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미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폴리실록산  및  피부  보습제로  이루어지며,  소적의 평균
직경은 약 0.001 내지 약 0.2μ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신규한  미세유화액  조성물을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특정한  모이스춰라이저 뿐
만  아니라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폴리실록산  및  피부  보습제로  이루어지며  소적의  평균 직
경이 0.001 내지 0.2μ인 미세유화액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한  조성물은  모이스춰라이저  약  5  내지  약  35중량  %,  계면활성제  약 
20 내지 약 80중량%, 폴리실록산 화합물 약 10 내지 약 70중량 % 및 피부 보습제 약 5 내지 약 50중
량 %로 이루어지는 조성물이다.

최종적으로,  본  발명은  일광차단제(sunscreen)약  1.0  내지  약  8.0중량  %,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
성제  약  15.0  내지  약  79.0중량%,  폴리실록산  약  15.0  내지  약  79.0중량  %  및  피부  보습제  약  5.0 
내지  약  50.0중량  %로  이루어지며  소적의  평균  직경이  약  0.001  내지  약  0.2μ인 유중수(water-in-
oil)미세유화액 조성물을 제공한다.

전형적으로,  유화액중의  불혼화성  액체  두가지  중의  하나는  수성이지만  다른  하나는  오일이다. 유화
액은  액체가  분산상을  형성하며  액체가  분산매질을  형성하는  것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오일이 소
적으로서  수상  전체에  골고루  분산된  유화액을  수중유(oil-in-water)  유화액이라고  한다.  물이 분산
상이고  오일이  분산매질인  경우,  유중수  유화액이  존재한다.  수성상  또는  오일상이  분산상이  되거나 
분산매질이  되는  것은  주로  사용하는  유화제와  두  액상의  상대적인  양에  의존한다.  본  발명의 방법
에  사용하기  위해  계획한  유화액은  유중수  미세유화액(여기서,  연속상은  오일이다)과  수중유 미세유
화액(여기서, 연속상은 물이다)을 둘다 포함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상기한  조성물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미세유화액  조성물을  피부에 처
리함을  특징으로  하여  인간의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다음의  조성비  a)  내지 
j)중의 하나로 이루어진 조성물을 피부에 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a)  지방 알콜 약  1.0  내지  36.0중량%,  미세 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3.5  내지  90.0중량%, 폴리
실록산 약 1.0 내지 약 28.0중량 % 및 피부 보습제 약 2.0 내지 약 36.0중량 % ; b) 동물성 오일 약 
1.0  내지  46.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14.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35.0중량 % 및 피보 보습제 약 2.0  내지 약 18.0중량% ;  c)  트리글리세리드 약 1.0  내지 약 
31.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37.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35.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2.0  내지 약 24.0중량%  ;  d)  지방 디에스테르 약 1.0  내지 약 41.0중
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3.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31.0중
량%  및 피부 보습제 약 2.0  내지 약 42.0중량 ;  e)  측쇄상 지방 에스테르 약 1.0  내지 약 41.0중량
%,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18.5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31.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2.0  내지 약 54.0중량%  ;  f)  지방산 약 1.0  내지 약 6.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60.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5.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2.0  내지 약 26.0중량%  ;  g)  삼염기성 산 에테르 약 1.0  내지 약 41.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
활성제 약 23.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31.0  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3.0 
내지  약  33.0중량%  ;  h)  식물성오일  약  3.0  내지  약  35.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0.0  내지  약  8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0  내지  약  70.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5.0  내지  약 
50.0중량%  ;  i)  장쇄상  탄화수소  약  5.0  내지  약  35.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0.0 
내지  약  8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0  내지  약  70.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5.0  내지  약 50.0중
량%  ;  및  j)  직쇄상  지방  에스테르  약  5.0  내지  약  35.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0.0  내지  약  8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0  내지  약  70.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5.0  내지  약 
50.0중량%.

또한,  본  발명은  상기에서  언급한  조성중의  하나로  이루어진  미세유화액을  피부에  처리한  다음, 모
이스춰라이징  거대유화액  조성물을  처리함을  특징으로  하여  인간의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방법을 제
공한다.

또한,  다음  조성비  a)  내지  j)중의  하나로  이루어진  유중수  미세유화액  조성물도  본  발명의 범주내
에 포함된다 :  a)  지방 알콜 약 1.0  내지 약 36.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3.5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1.0  내지  약  28.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2.0  내지  약  36.0중량%  ;  b) 
동물성  오일  약  1.0  내지  약  46.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14.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35.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2.0  내지 약 18.0중량%  ;  c) 트리글리세리
드  약  1.0  내지  약  31.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37.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
산 약  1.0  내지  약  35.0중량%  및  피보  보습제 약  2.0  내지  약  24.0중량%  ;  d)  지방  디에스테르 약 
1.0  내지  약  41.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3.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31.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2.0  내지  약  42.0중량%  ;  e)  측쇄상  지방  에스테르  약 
1.0  내지  약  41.0  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18.5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31.0중량% 및 피부보습제 약 2.0  내지 약 54.0중량% ;  f)  지방산 약 1.0  내지 약 6.0중
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60.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5.0중량
% 및 피부 보습제 약 2.0  내지 약 26.0중량% ;  g)  삼염기성 산 에스테르 약 1.0  내지 약 41.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3.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31.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3.0  내지  약  33.0중량%  ;  h)  식물성 오일 약  3.0  내지  약  35.0중량%, 미세유화액형
성용  계면활성제  약  20.0  내지  약  8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0  내지  약  70.0중량%  및  피부 보습
제  약  5.0  내지  약  50.0중량%  ;  i)  장쇄상  탄화수소  약  5.0  내지  약  35.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0.0  내지  약  8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0  내지  약  70.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5.0  내지 약 50.0중량%  ;  및  j)  직쇄상 지방 에스테르 약 5.0  내지 약 35.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0.0  내지 약 8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0  내지 약 70.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5.0 내지 약 50.0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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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유중수  미세유화액은  일광  차단체  약  1.0  내지  약  8.0중량%,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15.0  내지 약 79.0중량%,  폴리실록산 약 15.0  내지 약 79.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5.0  내지  약  50.0중량%로  이루어진다.  조성물은  일광  차단제  약  2.0  내지  약  6.0중량%, 미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0.0  내지  약  35.0중량%,  폴리실록산  약  20.0  내지  약  55.0중량%  및  피부 보
습제 약 20.0 내지 약 35.0중량%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되는  수중유  및  유중수  미세유화액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미세유화액을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할  수  있다.  이들  성분은  지방  알콜,  동물성오일,  트리글리세리드,  지방  디에스테르, 측
쇄상  지방  에스테르,  지방산,  삼염기성  산  에스테르,  식물성  오일,  장쇄상  탄화수소  및  직쇄상  지방 
에스테르로 부터 선택할 수 있다.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본  발명의  미세유화액을  제조하는데  유용한  전형적인  "지방알콜"은  하나의 하
이드록시그룹을  함유한다.  이러한  지방  알콜의  예는  베헤닐  알콜,  세틸알콜,  이소세틸알콜, 이소스
테아릴알콜, 라우릴알콜, 2-옥틸도데칸올, 올레일알콜, 미리스틸알콜 및 스테아릴 알콜 등이다.

"동물성오일"은  예를들면,  대구  간유,  라놀린  오일,  밍크오일,  오랜지  생유  및  상어  간유를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인"트리글리세리드"는  카프릴산/카프르산  트리글리세리드,  트리이소노나노인, 트리이소스테아
린, 트리라우린, 트리리놀레인 및 트리올레인을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인"지방  디에스테르"의  예로는  디부틸  아디페이트,  디부틸  세바케이트,  디세틸  아디페이트, 
디에틸  세바케이트,  디헥실  아디페이트,  디이소세틸  아디페이트,  디이소프로필  아디페이트, 디이소
프로필  디머레이트,  디이소프로필  세바케이트,  디이소스테아릴  아디페이트,  디옥틸  아디페이트, 디
옥틸 세바케이트 및 디옥틸 숙시네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측쇄상  지방  에스테르"는  2-에틸헥실  이소노나노에이트,  2-에틸헥실  미리스테이트,  2-에틸헥실옥시 
스테아레이트,  2-에틸헥실  팔미테이트,  2-에틸헥실펠라고네이트,  2-에틸헥실  스테아레이트, 이소세

틸이소데카노에이트,  이소세틸 팔미테이트,  이소데실 이소노나노에이트, 이소노닐 
이소노나노에이트, 이소프로필 이소스테아레이트, 이소프로필 라우레이트, 이소프로필 
리놀레에이트,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이소프로필  올레에이트,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이소프로
필  스테아레이트,  이소스테아릴  이소스테아레이트,  이소스테아릴락테이트,  이소스테아릴 네오펜타노
에이트,  이소스테아릴  팔미테이트,  이소트리데실  이소노나노에이트  및  토코페릴  리놀레에이트를 포
함할 수 있다.

허용  가능한"지방산"의  예로는  이소스테아르산,  라우르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및  올레산을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인"삼염기성  산  에스테르"는  트리이소세틸  시트레이트,  트리이소프로필  트리리놀레에이트, 트
리이소스테아릴  트리니놀레에이트,  트리라우릴  시트레이트  및  트리옥틸  시트레이트를  포함할  수 있
다.

"식물성  오일"은  아몬드  오일,  살구  열매  오일,  아보카도  나무  오일,  피마자유,  야자유,  옥수수 오
일,  금달맞이꽃  오일,  조조바  오일,  올리브유,  잇꽃오일,  참깨유,  콩기름  및  밀의  배胚)오일을 포함
할수 있다.

유용한"장쇄상 탄화수소"의 예로는 스켈란과 스켈렌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유용한"직쇄상  지방  에스테르"는  라우릴  락테이트,  라우릴  미리스테이트,  라우릴 팔미테
이트,  라우릴  스테아레이트,  미리스틸  락테이트,  미리스틸  미리스테이트,  미리스틸 네오펜타노에이
트,  미리스틸  프로피오네이트,  미리스틸  스테아레이트,  올레일  에루케이트,  올레일  리놀레에이트, 
올레일  미리스테이트,  올레일  올레에이트,  올레일  스테아레이트,  스테아릴  락테이트  및  스테아릴 올
레에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미세유화액에  사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성분은  지방  알콜(예  :  이소세틸  알콜,  세틸알콜, 
미리스틸  알콜  및  2-옥틸도데칸올)  :  동물성  오일(예  :  라놀린  오일)  ;  트리글리세리드(예  : 카프릴
산/카프르산트리글리세리드)  ;  지방  디에스테르(예  :  디이소프로필  세바케이트  및  디이소프로필 디
머레이트)  ;  측쇄상  지방  에스테르(예  :  이소프로필  이소스테아레이트  및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  지방산(예  :  이소스테아르산)  ;  및  삼염기성  산  에스테르(예  :  트리이소세틸  시트레이트)이다. 당
해  분야의  전문가들은  기타의  모이스춰라이저가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의  모이스춰라이저는  단지 
예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의  미세유화액에  하나  이상의  일광차단제를  혼합할  수  있다.  p-아미노벤조산  유도체[예  : p-
(2-에틸헥실)디메틸아미노벤조에이트]  및  벤조페논 유도체[예[(2-하이드록시-4-메톡시페닐)페닐메탄

온]등의  각종  일광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되는  일광차단제의  정확한 양
은 해로운 태양광선으로부터 원하는 보호의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각  성분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상기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농도로 혼
합하여 모이스춰라이저와 일광차단제를 모두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는  각종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수  있다.  유용한"미세유화액 형
성용  계면활성제"는  소르비탄(예  :  폴리소르베이트  21  및  폴리소르베이트  60)  ;  폴록사머[예  : 플루
로닉  L-31(Pluronic  L-31)]  ;  폴록사민[예  :  테트로닉  304(Tetronic  304)]  ;  에톡실화  지방알콜[예 
:  브리이(Brij)]  ;  인산  에스테르(예  :  PPG-10  세틸  에테르 포스페이트 및  PPG-5  세테드 -10 포스페
이트)  ;  PEG  피마자유(예  :  PEG-30  피마자유)  ;  폴리옥시에틸렌  알킬페닐  에테르(예  :  옥톡시놀-9 
및  노녹시놀-9)  ;  라놀린  에톡실레이트(예  :  PPG-20  라놀린  에테르  및  라네스-10  아세테이트)  ; 나
트륨  라우레스  설페이트  ;   글루코오즈  계면활성제  PPG-10메틸  글로코오즈  에테르  및  PPG-20메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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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오즈  에테르  ;  수크로오즈  에스테르  수크로오즈  리시놀레이트  ;  나트륨  라우릴  설페이트  ;  및 
나트륨  도데실  설페이트로부터  선택한다.  특히  유용한  비이온성  유화제는  폴라왁스(Polawax)  또는 
리타콜  1000(Ritachol 1000)[미합중국  일리노이주  크리스탈  레이크  소재  R.I.T.A.Chemicals 제

품]이다.  바람직한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그룹은  소르비탄,  나트륨  라우레스  설페이트, 나트
륨 라우릴 설페이트 및 나트륨 도데실 설페이트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는  각종  폴리실록산  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폴리실록산은  휘발성이거나 
비휘발성일  수  있으며,  실리콘  원자를  3  내지  6개  함유하는  환상  디메틸  폴리실록산(예  : 사이클로
메티콘)뿐만  아니라  실온(25℃)에서의  점도가  10cs  또는  그  이하인  선상  폴리실록산  및  이의 혼합물
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되는 바람직한 폴리실록산은 사이클로메티콘이다.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하나  이상의  적합한  피부적합성  보습제를  함유한다.  이들  보습제는  본래 
극성이며,  탈이온수  뿐만  아니라  다가  알콜(예  :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또는  소르비톨)또는 
기타의 다가 알콜을 함유할 수 있다.

모든  화장용  조성물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미생물의  성장에  대하여  보호되어야만  하므로  통상적으로 
방부제를  가한다.  미생물은  수상에서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또한  오일상에서도  생존할  수 있
다.  따라서,  물과  오일속에서  안정한  방부제를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적으로  방부제를  0.1  내지  1중량%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화장품  및  약품용의  통상적인  방부제는 
p-하이드록시벤조산의  알킬  에스테르이다.  최근에  사용하게된  방부제는  히단토인  유도체, 프로피오
네이트염  및  각종  4급  암모늄  화합물이다.  화장품업계  화학자들은  적당한  방부제를  알고  있으며, 보
통  보존  공격  시험을  만족시키고  제품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선택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유화액 
제품을  위한  특히  바람직한  방부제는  메틸  및  프로필  p-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이미다졸리디닐 우레
아  및  쿼터늄-15이다.  방부제는  조성물의  용도와  유화액중에서  방부제와  기타의  성분간의  가능한 비
상용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만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미세유화액  조성물은  조성물을  착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안료와  후각계(olfactory 
system)를  부드럽게  하는  조성물을  만들기  위한  방향제[예  :  66.001/NY/G방향성  오일  ; 피르메니히
사(Firmenichand  co.)제품]를  함유할  수  있다.  조성물에  존재하는  이들  성분의  양은  원하는  특정 효
과에 좌우될 것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당해  전문가에게  널리  공지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오일상은 
콘테이너  속에서  모든  소수성  성분과  수불용성  고체를  혼합한  다음,  모든  성분이  용해될  때까지 교
반하면서  생성  혼합물을  가열하여  제조한다.  또한,  수성  상은  별개의  콘테이너  속에서  모든  친수성 
성분과  오일-불용성  고체를  혼합한  다음,  혼합물이  균일해질  때까지  일정하게  교반하면서  생성 혼합
물을  가열하여  제조한다.  미세유화액형성용  계면활성제  또는  계면활성제를  개별적으로  혼합한  다음,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하고,  필요한  경우,  가열할  수  있다.  이렇게  제조된  세가지  상을  혼합한  다음, 
균일해질  때까지  교반하고,  실온에서  방치하는  경우,  용액은  투명해진다.  최종적으로,  조성물을 대
략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평형상태로  만든다.  당해  조성물은  본  발명의  미세  유화액에  사용할 필요
가 있을 때까지 적당한 저장용 콘테이너로 옮겨 놓을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평균  소적  직경이  약  10μ  또는  그  이상인  거대유화액에  비하여)평균소적 크기
가  매우  작은  미세유화액은  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본  발명의  조성물은  반투명하며, 전형적으
로 투명하다.  따라서,  본  발명 조성물의 소적 직경은 약  0.001  내지  약  2μ이며,  더욱 전형적으로는 
약 0.001 내지 약 0.14μ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다양한 목적, 특히 피부 표면을 태양, 바람 또는 비로부터 보호하기에 
유용하다.  특히,  당해  미세유화액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이것은  곧  본  발명에 
따른  미세유화액의  주요한  용도이다.  태양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미세유화액
에 일광차단제를 혼입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미세유화액  조성물은  처리후에  피부  표면에  작은  잔류물을  남기기 때문
에,  사용시에  우수한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적당하게  균형을 
이룰 경우, 당해 조성물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다.

상업적인  관점에서  볼때,  본  발명의  조성물이  온도와  각종  조건하에서  안정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예를  들면,  이들  조성물은  여름의  온화하고  습한  상태,  또는  겨울의  차갑고  건조한  상태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정성은  미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매우  중요하지만,  통상적으로  본  발명의 
미세유화액의 작업능력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상기한  바와같이,  언급한  미세유화액은  인간의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므로,  본 발
명의  한  양태는  상기한  바와  같은  미세유화액을  피부에  처리하여  인간의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방법
이다.

물론,  처리하는  미세유화액의  양은  사용시의  특정한  주위  환경(예  :  처리된  미세유화액,  피부상태, 
사용자의  연령,  원하는  촉촉한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세유화액은  피부에  처리한다. 전
형적으로는, 피부의 피해 면적을 적당히 피복하기 위하여 국부적으로는 미세유화액을 한번 
처리한다. 원하는 정도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연속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미세유화액은  촉촉하게  할  필요가  있는  피부의  영역속으로  혼입된 모이스춰라
이저의  침투율을  증가시키는  능력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방사선  표지된  성분을  함유하는 미세유화
액과 통상적으로 구입가능한 거대유화액 모이스춰라이저를 비교하는 실험을 실험실용 동물로 
행한다.  시험한  결과,  방사선  표지된  다량의  물질이  미세유화액  모이스춰라이저보다  피부의  진피와 
외피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실용  동물에  대한  시험의  결과,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미세유화액으로  인하여  외피가  비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피가  비대화됨으로써 피부
의 레질리언스와 탄력이 증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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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미세유화액은  연속  사용된  거대유화액  모이스춰라이저  효과를  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발명의  미세유화액을  피부에  먼저  사용하고,  이어서,  모이스춰라이징 거
대유화액  조성물을  사용함으로써  나중에  사용된  모이스춰라이징  조성물의  침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특정한  모이스춰라이징  거대유화액  조성물의  침투율은  모이스춰라이징  조성물 
단독의  침투율에  비하여  증가한다.  이와같이,  본  발명은,  추가의  양태로서,  미세  유화액을  피부에 
먼저  사용하고,  이어서  모이스춰라이징  거대유화액  조성물을  사용하여  모이스춰라이징  거대  유화액 
조성물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모이스춰라이징  거대유화액  조성물은  당해  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  이미  기술된  바와  같이, 거
대  유화액은  소적의  평균  직경이  약  10  내지  1000μ인  수중유  또는  유중수  유화액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화액들은  로숀  또는  크림  형태로서  존재하며,  때로는  더  큰  소적크기로  인하여 불투명하거
나  외관상  백색이다.  현재  기재된  강화방법이내에  망라되는  모이스춰라이징  거대유화액  조성물은 모
이스춰라이징 효과가 있는 상기 크기의 유화액으로서, 당해 분야의 전문가들은 잘 알 것이다.

하기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제형  및  이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며,  본  발명을 제
한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실리콘  344플루이드(silicone  344  Fluid)(미합중국  미시간  미들랜드  소재의  Dow  Corning  Corp,  에서 
제조하는 사이클로메티콘) 1000g(25.0%), 로반(Robane)(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소재의 Robeco 
Chemicals Inc에서 제조하는 스켈란) 788g(19.7%), 폴라왁스 또는 리타콜 1000(Polawax 또는 
Ritachol  1000)(미합중국  일리노이  크리스탈  레이크  소재의  R.I.T.A.Chemicals  Corp에서  제조하는 
비이온성  유화제)  80g(2.0%)  및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120g(3.0%)을  혼합한  다음,  생성된 혼합물
을 균일해질 때까지 가열하면서 교반하여 오일상을 제조한다. 제조한 오일 상에 메틸파라벤 
6g(0.15%)  및  프로필파라벤  6g(0.15%)을  가한  다음,  두  파라벤  유도체가  용해될  때까지  약  50℃에서 
가열한다.  별도의  콘테이너  속에서,  글리세린  80g(2.0%)  및  탈이온수  912g(22.8%)의  용액중에 게르
말  115(Germall  115)(미합중국  뉴저지  카탐  소재의  Sutton  Laboratories  Inc에서  제조하는 이미다졸
리디닐  우레아)  8g을  용해시켜  수상을  제조한다.  수상과  오일상을  혼합한다.  생성  혼합물에  트윈 
21(Tween  21)(미합중국  델라웨어  윌밍턴  소재의  ICI  Americas,  Inc,  에서  제조하는  폴리소르베이트 
21)  1000g을  실온에서  가하고,  생성된  유중수  미세유화액  조성물을  적당한  저장용  콘테이너속으로 
옮기기 전에 밤새 평형 상태로 둔다.

[실시예 2]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본 발명의 미세유화액 조성물을 제조한다.

[실시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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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의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본 발명의 유중수 미세유화액을 제조한다.

[실시예 4]

실시예 3의 방법에 따라, 하기 성분을 제형화하여 본 발명의 유중수 미세유화액을 수득한다.

[실시예 5]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본 발명의 유중수 미세유화액 조성물을 제조한다.

[실시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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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본 발명의 유중수 미세유화액 조성물을 제조한다.

[실시예 7]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본 발명의 유중수 미세 유화액 조성물을 제조한다.

[실시예 8]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본 발명의 유중수 미세유화액 조성물을 제조한다.

[실시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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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본 발명의 미세유화액 조성물을 제조한다.

[실시예 10]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본 발명의 유중수 미세유액 조성물을 제조한다.

[실시예 11]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본 발명의 유중수 미세유화액 조성물을 제조한다.

[실시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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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본 발명의 유중수 미세유화액 조성물을 제조한다.

[실시예 13]

세틸  알콜  0.49g(0.49%),  미리스틸  알콜  0.81g(0.81%),  메틸파라벤  0.15g(0.15%),  프로필파라벤 
0.15g(0.15%),  폴리소르베이트  60  0.32g(0.32%),  이소세틸  알콜  2.17g(2.17%)  및  2-옥틸도데칸올 
2.17g(2.17%)을  혼합한  다음,  고체가  모두  용해될  때까지  생성  혼합물을  교반하면서  가열하여 오일
상을  제조한다.  다음과  같은  잔여  오일상  성분을  가한다  :  사이클로메티콘  25.93g(25.93%),  스켈란 
12.08g(12.08%), 조조바 오일 3.12g(3.12%),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3.12g(3.12%), 
p-(2-에틸헥실)디메틸아미노벤조에이트  3.12g(3.12%).  이어서,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물을  교반한다. 
오일상에  폴리소르베이트  21  21.66g(21.66%)  및  방향성  오일  0.25g(0.25%)을  가한  다음,  균일해질 
때까지  교반한다.  별도의  콘테이너속에서,  탈이온수  18.79g(18.79%),  쿼터늄-15  0.20g(0.20%), 나트
륨  라우릴  설페이트  0.22g(0.22%),  부틸렌글리콜  0.83g(0.83%),  2-페녹시에탄올  1.00g(1.00%), 프로
필렌글리콜  1.25g(1.25%)  및  나트륨  라우레스  설페이트  2.17g(2.17%)(물중  30중량%)을  혼합한  다음, 
균일해질  때까지  교반하면서  가열하여  수상을  제조한다.  미리  제조된  혼합물에  수상을  가한  다음, 
균일해질  때까지  생성  조성물을  교반한다.  혼합물이  균일해진  후,  조성물을  사용할  때까지  실온에서 
저장한다.

일광차단제를  함유하는  본  발명의  두  유중수  미세유화액을  제조한다.  이들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을 아래에서 설명한다.

[실시예 14]

실리콘  344  플루이드  260g(26.0%),  로반  157g(15.7%),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30g(3.0%), 에스칼
롤  507(Escalol  507)[p-(2-에틸헥실)디메틸아미노벤조에이트]30g(3.0%)  및 (2-하이드록시-4-메톡시

페닐)  페닐메탄온  20g(2.0%)을  혼합한  다음,  생성된  혼합물을  균일해질  때까지  교반하면서  가열하여 
오일상을 제조한다.

생성된  오일상에  프로필파라벤  1.5g(0.15%)을  가하고,  프로필파라벤이  용해될  때까지  교반한다. 별
도의  콘테이너속에서,  물  248ml(24.8%)  및  메틸파라벤  1.5g(0.15%)을  게르말  115  2.0g(0.2%)과 혼합
한  다음,  생성된  혼합물을  균일해질  때까지  교반하면서  가열한다.  오일상  및  수상을  혼합한  다음, 
여기에  T-Maz  21을  250g(25.0%)  가한다.  생성된  혼합물을  균일해질  때까지  교반하고,  사용할  때까지 
실온에서 저장한다.

[실시예 15]

적합한  콘테이너속에서,  실리콘  344플루이드  1040g(26.0%),  로반  628g(15.7%),  이소프로필 미리스테
이트  120g(3.0%),  에스칼롤  507  120g(3.0%)  및  (2-하이드록시-4-메톡시페닐)페닐메탄온  80g(2.0%)을 
혼합하여  오일상을  제조한다.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물을  교반하면서  가열한다.  균일해질  때까지 교
반하면서  오일상에  메틸파라벤  6g(0.15%)  및  프로필파라벤  6g(0.15%)을  가한다.  별도의  콘테이너 속
에서,  물  992g(24.8%)을  게르말  115  8g(0.2%)  및  나트륨  도데실  설페이트  8g(0.2%)과  혼합하여 수상
을  제조한다.  오일상과  수상을  혼합한  다음,  트윈  21  992g(24.8%)을  가한다.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
물을 교반하고, 사용시까지 실온에서 저장한다.

본  발명의  특정한  조성물을  시험하여  모이스춰라이저로서의  효능을  입증한다.  이러한  시험은  건조한 
피부에  행하며,  시험하고자  하는  조성물을  3주에  걸쳐서  사용한  다음,  2주간  복귀시킨다.  제형의 효
능을  시험하기  위한  연구에는  32명의  실험  대상자를  사용한다.  이들  실험  대상자는  16명씩  두 그룹
으로  나누고,  제  1  그룹의  개개  대상자의  한쪽  다리에는  실시예  1의  제형을,  다른쪽  다리에는 실시
예  2의  제형을  적당히  처리한다.  제  2  그룹에  있어서,  개개  대상자의  한쪽  다리에는  실시예  4의 제
형을  적당히  처리한다.  7주  동안  시험한다.  처음  2주간은  피부를  건조시키고,  이어서  3주간은 처리
를  행하며,  마지막  2주간은  복귀기간이다.  건조한  피부  이외의  분명한  피부상태,  광범위한  정맥류성 
정맥(Varicose  vein),  검게  탄  피부,  또는  이러한  상태의  다리를  갖는  대상자는  실험에서  제외한다. 
실험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18  내지  45세이다.  가능하다면,  동일한  측정기를  사용하여  알지  못하게 
수행한다. 평가는 처리전 7,  5  및 3일, 사용 첫날, 및 최초 처리후 1,  2,  3,  4,  7,  9,  10,  11,  15, 
16,  17,  18,  21,  22,  23,  24,  25,  28,  30,  32  및 35일에 행한다. 시험 제형은 각 항을 위해 3주 동
안  매일  2회씩,  즉  오전에는  실험실에서  한번  저녁에는  집에서  다리에  처리한다.  단,  매주 마지막날
에는(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처리한다.  실험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험  제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피부  모이스춰라이저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실험  대상자에게는  수영  또는  일광욕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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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또한, 평가를 수행하는 아침에는 샤워, 목욕 및 물과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는 하기의 척도에 따라 평가한다 :

0=부드러움, 전혀 건조하지 않음

1=경미하게 건조한 피부

2=보다 건조한 피부 : 껍질이 벗겨짐

3=심하게 건조한 피부 : 플레이킹(flaking), 껍질이 벗겨짐.

4=극심하게 건조한 피부 : 플레이킹, 껍질이 벗겨짐 및/또는 열창상태.

각  제형의  결과(건조도를  의미한다)를  비처리  조절  및  양성조절  그룹과  비교한다.  또한,  실험중의 
각  평가일에  대해  0일로부터의  충분한  변화에  대한  각  결과를  평가한다.  하기의  표(1)에  이용한 16
명의 실험 대상자의 평균치로서 이러한 자료를 나타내었다.

[표 1]

모이스춰라이징 실험

상기한  실험결과의  자료는  모이스춰라이저로서  실시예  1  및  2의  제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실
시예 4의 제형은 모이스춰라이저로서의 알맞은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모이스춰라이저  약  1.0  내지  약  46.0중량%  ;  미세유화액(microemulsion)  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14.0 
내지  약  90.0중량%  ;  폴리실록산  화합물  약  1.0  내지  약  79.0중량%  및  피부보습제  약  2.0  내지  약 
54.0중량%를  함유하며,  소적의  평균직경이  약  0.001  내지  약  0.2μ인,  안정한,  피부를  촉촉하게 하
는 미세유화액 조성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모이스춰라이저 약 5  내지 약 35중량%  ;  미세 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0 
내지 약 80중량% ;  폴리실록산 화합물 약 10  내지 약 7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5 내지 약 50중량%
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3 

17-10

특1989-0004681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방부제 약 0.1 내지 약 1.0중량%를 추가로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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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또한 일광차단제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일광차단제 약 1  내지 약 8중량%,  폴리실록산 화합물 약 15  내지 약 79중량%, 미
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15  내지 약 79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5  내지 약 50중량%를 함유하
는 조성물.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방부제 약 0.1 내지 약 1.0중량%를 추가로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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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지방 알콜 약 1.0  내지 약 36.0중량%,  미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3.5 내
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28.0중량%  및  피부  보습제 약  2.0  내지  약 36.0중량%
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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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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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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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하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23 

모이스춰라이저,  미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폴리실록산  화합물  및  피부  보습제를  함유하며, 소
적의  평균  직경이  약  0.001  내지  약  0.2μ인  미세유화액  조성물을  피부에  처리함을  특징으로  하여, 
피부를 촉촉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모이스춰라이징 거대 유화액 조성물을 피부에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동물성  오일  약  1.0  내지  약  46.0중량%,  미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14.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35.0중량%  및 피부보습제 약 2.0  내지 약 18.0중량%
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26 

제  1  항에  있어서,  트리글리세리드  약  1.0  내지  약  31.0중량%,  미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37.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35.0중량%  및 피부보습제 약 2.0  내지 약 24.0
중량%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27 

제  1  항에  있어서,  지방  디에스테르  약  1.0  내지  약  41.0중량%,  미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3.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31.0중량%  및 피부보습제 약 2.0  내지 약 42.0
중량%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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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측쇄상 지방 에스테르 약  1.0  내지  약  41.0중량%,  미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18.5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31.0중량%  및  피부보습제  약  2.0  내지  약 
54.0중량%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29 

제  1  항에  있어서,  지방산  약  1.0  내지  약  6.0중량%,  미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60.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5.0중량%  및  피부보습제  약  2.0  내지  약  26.0중량%를 함
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30 

제  1  항에 있어서,  삼염기성 산  에스테르 약  1.0  내지  약  41.0중량%,  미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3.0  내지  약  9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  내지  약  31.0중량%  및  피부보습제  약  3.0  내지  약 
33.0중량%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31 

제  1  항에  있어서,  식물성  오일  약  3.0  내지  약  35.0중량%,  미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0.0 
내지 약 8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0  내지 약 70.0중량%  및 피부보습제 약 5.0  내지 약 50.0중량
%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32 

제  1  항에  있어서,  장쇄상  탄화수소  약  5.0  내지  약  35.0중량%,  미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0.0  내지  약  8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0  내지  약  70.0중량%  및  피부보습제  약  5.0  내지  약 
50.0중량%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33 

제  1  항에 있어서,  직쇄상 지방 에스테르 약  5.0  내지  약  35.0중량%,  미세유화액 형성용 계면활성제 
약  20.0  내지  약  80.0중량%.  폴리실록산 약  10.0  내지  약  70.0중량%  및  피부보습제 약  5.0  내지  약 
50.0중량%를 함유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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