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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화장료 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생약추출물과 합성향료 및 천연향료를 포함하는 조합향료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

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피부상재균에 의한 염증 및 여드름 방지에 탁월한 효

과를 나타내고, 피부자극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이 안전하며, 또한 미생물 오염방지로 인한 화장료 조성물의 장기보존

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천연 방부효능을 가지며, 본 발명에 사용된 구성성분들의 방향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거부

감을 주지 않고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약리작용을 할 수 있는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

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스트렙토코커스 파이오진스( Streptococcus pyogenes ) 균주, 스타필로코커스 아

우레우스( Staphylococcus aureus ) 균주,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 Propionibacterium acnes ) 균주, 스타필

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Staphylococcus epidermidis ) 균주에 대한 생장억제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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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여드름 방지 및 피부염증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천연 방부효능을

가지며,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약리작용을 할 수 있는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

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은 피지관련 질환으로 남성호르몬에 기인한 과잉 피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남

성호르몬에 의해 피지가 생성되고 모공각화가 유발되어 피지가 모공 밖으로 배출되지 못해 미세면포가 형성되며, 피

지 내에 존재하는 혐기성 상재균인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 Propionibacterium acnes )가 작용하여 여드름이 

발생한다.

또한, 피부에는 그램 양성균주인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Staphylococcus aureus ),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

디스( Staphylococcus epidermidis ), 스트렙토코커스 파이오진스( Streptococcus pyogenes ), 마이크로코커스 루

터스( Mycrococcus luteus )와 코리네박테리움 제로시스( Corynebacterium xerosis ), 그램음성균주인 대장균( Es
cherichia coli )과 슈도모나스 아우루기노사( Pseudomonas aeruginosa ), 효모인 칸디다 알비칸스( Candida albic
ans )와 말라쎄지아 푸푸( Malassezia furfur ) 및 곰팡이인 트리코피톤 멘타그로피티스( Trichophyton Mentagrop
hytes )가 상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스타필로커스 아우레우스,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및 스트렙토코커스 파

이오진스 등은 피부에 화농성 감염증이나 농피증(cellulitis) 또는 일반적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균주이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이나 염증과 같은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비타민A유도체, 트리클로산(triclosan), 

아젤린산(azelaic acid)등을 바르거나 벤졸퍼옥사이드(Benzolperoxide)제의 도포약을 바르기도 하지만 이 경우 병변

(兵變) 증상에 따라 피부에 많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의 상태와 여드름의 증상에 따라 전문의와 상담한 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항균제를 이용한 살균치료 법으로서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과 같은 항균물질을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균물질은 내성균을 유발시키고, 광과민작용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다. 또한, 피부각질을 용해시키는 피부박피법에 사용되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trichloro acetic acid) 및 글리

콜릭 산(glycolic acid)도 피부과민반응을 일으키거나 각질이 용해되어 피부가 거칠어 보일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여드름과 염증 방지 및 치료를 위해 피부에 안전한 화학적 원료와 함께 항균작용을 하는 천연 원료 또는 천연

물로부터 유도된 원료를 이용한 저자극성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천연 방향성 생약 추출물과 향료를 

화장품에 사용함으로써, 우수한 염증 방지 및 여드름방지 효과가 있는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

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으면서도 내성을 일으키지 않는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

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미생물 오염방지로 인한 화장료 조성물의 장기보존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천연 방부효능

을 갖는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은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향료는 합성향료와 천연향료를 

포함하는 조합향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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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상기 조합향료 중 상기 합성향료가 페닐 에틸 알콜(Phenyl ethyl alcohol), 시트로넬롤(Citronellol), 

알파-이오논(α-Ionone), 퓨란(Furan), 감마-도데카락톤(λ-Dodecalactone), 감마-헵타락톤(λ-Heptalactone), 

바닐린(Vaniline), 감마-운데카락톤(λ-Undecalactone), 베타-피넨(β-Pinene), 5-메틸 푸르푸랄(5-Methyl furfu

ral), 감마-헥사락톤(λ-Hexalactone), 알파-피넨(α-Pinene), 5-(하이드로메틸)-2-푸르푸랄{5-(Hydromethyl)-

2-furfural}, 2-퓨란 카르복실산(2-Furan carboxylic acid), 게라니올(Geraniol), 네롤(Nerol), 사이클로텐(Cyclote

ne), 리나룰(Linalool), 디하이드로 쿠마린(Dihydro coumarin)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합성

향료이고, 상기 천연향료가 게르마늄 오일, 카모밀라 오일(Camomilla oil), 라벤더 오일, 샌달우드 오일(Sandalwood 

oil), 안젤리카 시드 오일(Angelica seed oil), 파인니들 오일(Pineneedle oil), 일랑 일랑 오일(Ylang ylang oil), 쥬니

퍼베리 오일 및 로즈마리 오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천연향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생약추출물이 가자, 과루, 금은화, 당귀, 대산, 대청 엽, 백부, 백작, 복향, 산두근, 어성초, 연교, 

용담초, 익모초, 적작, 지모, 진교, 청대, 치자, 패장초, 포공용, 하고초, 황금, 황기, 황련, 황백 및 후박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생약에서 추출된 생약추출물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합성향료가 페닐 에틸알콜, 시트로넬롤, 게라니올 및 알파-이오논이고 , 각각 1.4~1.6 : 2.8~3.2

: 2.8~3.2 : 2.3~2.7의 중량비로 이루어지고, 상기 천연향료가 게르마늄 오일, 카모밀라 오일, 라벤더 오일, 샌달우드

오일이고, 각각 1.8~2.2 : 1.8~2.2 : 2.8~3.2 : 2.8~3.2의 중량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합성향료와 상기 천연향료가 중량비로 2.5~3.5 : 6.5~7.5로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조합향료가 상기 화장료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약 0.001 내지 약 10 중량%이고, 상기 생약추

출물은 상기 화장료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약 0.01 내지 약 20 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바람직하게는 상기 조

합향료가 상기 화장료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0.01 내지 5중량%이고, 상기 생약추출물이 상기 화장료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약 0.1 내지 약 10 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은 상기 생약추출물이 초

임계 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의 실시예에 의하면 20종의 합

성향료, 10종의 천연향료 및 27종의 생약을 대상으로 하여 하였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사용된 생약추출물은 가자, 과루, 금은화, 당귀, 대산, 대청엽, 백부, 백작, 복향, 산두근, 어성초, 

연교, 용담초, 익모초, 적작, 지모, 진교, 청대, 치자, 패장초, 포공용, 하고초, 황금, 황기, 황련, 황백 및 후박으로 된 2

7종의 천연생약으로부터 추출한 생약추출물들이고 이들 생약으로부터 추출된 생약추출물들은 혐기성 상재균인 프로

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 Propionibacterium acnes ), 그램 양성균주인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Staphylococc
us aureus ),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Staphylococcus epidermidis ), 스트렙토코커스 파이오진스( Streptoc
occus pyogenes ), 그램 음성균주인 슈도모나스 아우루기노사( Pseudomonas aeruginosa )에 대하여 항균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본 발명의 실시예에 사용된 합성향료로는 페닐 에틸 알콜(Phenyl ethyl alcohol), 시트로넬롤(Citronellol), 알파-

이오논(α-Ionone), 퓨란(Furan), 감마-도데카락톤(λ-Dodecalactone), 감마-헵타락톤(λ-Heptalactone), 바닐린

(Vaniline), 감마-운데카락톤(λ-Undecalactone), 베타-피넨(β-Pinene), 5-메틸 푸르푸랄(5-Methyl furfural), 감

마-헥사락톤(λ-Hexalactone), 알파-피넨(α-Pinene), 5-(하이드로메틸)-2-푸르푸랄{5-(Hydromethyl)-2-furfu

ral}, 2-퓨란 카르복실산(2-Furan carboxylic acid), 게라니올(Geraniol), 네롤(Nerol), 사이클로텐(Cyclotene), 리

나룰(Linalool) 및 디하이드로 쿠마린(Dihydro coumarin)이고, 이러한 20종의 합성향료는 향료 등급으로서 미국의 I

FF사에서 구입하였으며 G.C(가스크로마토그래피)면적비로 98%이상의 것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합성향료 중 페닐 

에틸 알콜, 시트로넬롤, 게라니올 및 알파-이오논이 우수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고, 이들을 1.4~1.6 : 2.8~3.2 : 2.8

~3.2 : 2.3~2.7의 중량비로 구성하였을 때(이하 '합성향료 A') 특히 우수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또, 본 발명에 사용된 천연향료는 게르마늄 오일, 카모밀라 오일(Camomilla oil), 라벤더 오일, 샌달우드 오일(Sandal

wood oil), 안젤리카 시드 오일(Angelica seed oil), 파인니들 오일(Pineneedle oil), 일랑 일랑 오일(Ylang ylang oil)

, 쥬니퍼베리 오일 및 로즈마리 오일이고, 이러한 10종의 천연향료는 한불화농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천연향료는 천연향료의 본 기원식물체를 향료의 추출법중 하나인 수증기 정유법에 의해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도 물론이다. 이러한 천연향료 중 게르마늄 오일, 카모밀라 오일, 라벤더 오일, 샌달우드 오일이 우수한 항균효과

를 나타내었고, 이들을 1.8~2.2 : 1.8~2.2 : 2.8~3.2 : 2.8~3.2의 중량비로 구성하였을 때(이하 천연향료 B') 특히 우

수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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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합성향료 A와 상기 천연향료 B(이하 '조합향료')를 2.5~3.5 : 6.5~7.5의 중량비로 구성하였을 때 가장 

뛰어난 항균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었고, 상기 조합향료와 상기 생약추출물은 1 : 0.4~0.6의 중량비로 하였을

때 가장 뛰어난 향균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화장료 조성물중량에 대하여 0.001~10중량%의 조합향료와 0.01~20중량%의 생약추출물을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0.01~5중량%의 조합향료와 0.1~10중량%의 생약추출물을 포함한다.

상기 조합향료의 함량이 0.001중량% 미만일 경우에는 효과가 미미하며, 10중량%를 초과할 경우에는 강한 향취로 

인해 사용시 역겨움을 느끼게 됨은 물론 경제성이 떨어지며, 상기 생약추출물은 전체 화장료 조성물에 대하여 0.01중

량% 이하에서는 여드름 방지효과를 얻기 어려우며 20중량%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드름 방지효과가 그리 크지 아니하

고 제품의 안정성면에서 비경제적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제조예 1)

IFF사에서 구입한 상기 20개의 합성향료 중 페닐 에틸 알콜, 시트로넬롤, 게라니올 및 알파-이오논을 1.5 : 3 : 3 : 2.

5의 중량비로 혼합하였다.

(제조예 2)

한불화농에서 구입한 상기 10개의 천연향료 중 게르마늄 오일, 카모밀라 오일, 라벤더 오일, 샌달우드 오일을 2 : 2 : 

3 : 3의 중량비로 혼합하였다.

(제조예 3)

제조예 1의 합성향료와 제조예 2의 천연향료를 3 : 7의 중량비로 교반기(송 하부품사, SSD-811A)를 이용하여 혼합

하였다.

(제조예 4)

본 제조예에서는 하고초를 초임계 추출법에 의해 추출하였다. 먼저, 1,3BG(Butylene Glycol)와 에탄올을 같은 질량 

비율로 혼합, 교반시켜 단일상이 된 물질을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추출공정에 사용되어질 공용매로 이용한다. 

하고초는 중량의 변화가 없을 때 까지 건조한 다음 분쇄기를 이용하여 직경 0.3㎝이하의 크기로 분쇄한다. 분쇄된 하

고초와 공용매를 1 : 2의 질량비로 혼합하여 30분간 교반한 후 하고초와 공용매 혼합물을 내부용적 1.5L의 초임계 추

출조에 투입하여 밀봉 후 고압 기체 펌프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공급함으로써 압력을 높인다. 추출조 내부의 온도

는 약 0.5℃/min의 속도로 약 40℃까지 승온시켜 약 50분간 유지시킨다. 다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면서 추출물을 방

출시키고 상압으로 감압하여 이산화탄소와 하고초추출물을 분리시키며 이산화탄소는 대기로 방출시키고 하고초 추

출물은 포집기로 회수하여 하고초 추출물을 얻었다.

(제조예 5)

가자, 과루, 금은화, 당귀, 대산, 대청엽, 백부, 백작, 복향, 산두근, 어성초, 연교, 용담초, 익모초, 적작, 지모, 진교, 청

대, 치자, 패장초, 포공용, 황금, 황기, 황련, 황백 및 후박을 제조예 4와 동일한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추출물을

얻었다.

(제조예6)

제조예 3의 조합향료와 제조예 4 및 제조예 5의 생약추출물을 1 : 0.5의 중 량비로 혼합하였다.

(비교예 1)

제조예 4와 제조예 5의 각각의 대상물질들을 분쇄기를 이용하여 직경 0.3㎝이하의 크기로 분쇄한 후, 에탄올 추출법

에 의해 대상물질을 각각 추출하여 추출물을 얻었다.

(비교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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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예 3의 조합향료와 비교예 1의 하고초추출물을 1:0.5의 중량비로 혼합하였다.

(실험예 1)

균주에 대한 생장억제효과 비교 실험.

세균의 생장억제효과를 종래의 화장료 성분과 비교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사용된 각각의 합성향료, 각각의 천연향료

및 각각의 생약추출물과 제조예 1 내지 제조예 6 및 비교예 1과 비교예 2에서 얻어진 대상물질과 종래의 화장료 조성

물 중에서 여드름 및 피부염증 억제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살리실산, 로비좀아크네(Rovisome acnes), 피코싸카

라이드 안티아크네(Phycosaccharide antiacne), 트리클로산(Triclosan), 아젤라익 산(Azelaic acid) 및 피토스핑고

신(Phytosphingoshine)에 대하여 각각 다음의 실험을 행하였다.

트립틱 소이 한천{TSA(Tryptic soy agar); Difco co.}의 평평한 고체평판배지에 각각의 균 1×10 7 ea/ml를 도말한

후 정중앙에 각각의 시료를 20㎕씩 떨어뜨리 고 자연 건조시켰다. 각각의 시료는 100배 희석하여 10g/l의 농도로 사

용하였다. 자연건조 후 37℃에서 24시간 배양하여 투명한 저지환의 생성 유무를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으며,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스트렙토코커스 파이오진스( Streptococcus pyog
enes ) 균주,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Staphylococcus aureus ) 균주,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 Propionib
acterium acnes ) 균주,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Staphylococcus epidermidis ) 균주에 대한 생장억제실험결

과인 사진이 도 1에 나타나 있다.

[표 1] 균주에 대한 생장억제효과 실험결과

No 대상물질
S. aureus

(ATCC 6538

9)

S. epidermis

(ATCC 1222

8)

S. pyogens

(ATCC 2105

9)

P. acnes

(ATCC 691

9)

Pseudomonas. aerugin

osa

1 Phenyl Ethyl Alcohol +/- + - - +/-

2 Citronellol - +/- - +/- -

3 Geraniol +/- - +/- - +/-

4 α-Ionone - +/- - +/- -

5 Furan - - +/- - -

6 λ-Dodecalactone +/- - - - -

7 λ-Heptalactone - +/- - +/- +

8 Vanilin +/- - +/- - +/-

9 λ-Undecalactone - +/- - +/- -

10 β-Pinene - - +/- - +/-

11 5-Methyl furrural +/- - - - -

12 λ-Hexalactone - +/- - +/- -

13 α-Pinene +/- - +/- - +/-

14
5-(Hydroxymethyl)-

2-furfural
- +/- - +/- -

15
2-Furancarboxylic aci

d
- +/- +/- - +/-

16 Geraniol - - - - -

17 Nerol + +/- - - -

18 Cyclotene - - - + -

19 Linalool - - + - +

20 Dihydro coumarin - - - - -

21 제조예 1의혼합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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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eranium Oil + - - - -

23 Camomilla Oil - + - - -

24 Lavender Oil - -/+ - - +

25 Sandalwood Oil - - - + -

26 Angelica seed oil + - + - -

27 Pineneedle oil - -/+ - - -

28 Sandalwood oil -/+ - - - -

29 Ylang Ylang oil - + - - -

30 Juniperberry oil + - - + -

31 Rosemary oil - - -/+ - -

32 제조예 2의혼합물 -/+ + + -/+ -/+

No
대상물질

S. aureu

s

(ATCC 6

5389)

S. epidermi

s

(ATCC 122

28)

S. pyogen

s

(ATCC 21

059)

P.

acnes

(ATCC 

6919)

Pseudo

-monas. a

erugi

-nosa

33 제조예 3의혼합물 + ++ -/+ - +

34 제조예4의추출물/비교예1의하고초추출물 +, - +, -/+ -, - -, - +, -

35 제조예5가자추출물/비교예1의가자추출물 +, + +, - +, - +, - +, -

36 제조예5과루추출물/비교예1의과루추출물 +, - -, - +, - +, - +, -

37 제조예5금은화추출물/비교예1의금은화추출물 +, - +, - +, - +, - +, -

38 제조예5당귀추출물/비교예1의당귀추출물 +, + +, - +, - +, - +, +

39 제조예5대산추출물/비교예1의대산추출물 +, - +, + +, - +, - +, -

40 제조예5대청엽추출물/비교예1의대청추출물 ++, +/- +, + +, - ++, - +, -

41 제조예5백부추출물/비교예1의백부추출물 +, - +, - ++, +/- +, + +, -

42 제조예5백작추출물/비교예1의백작추출물 +, + +, +/- +, - +, + ++, -

43 제조예5복향추출물/비교예1의복향추출물 +, - +, +/- +, - +, - +, -

44 제조예5산두근추출물/비교예1의산두근추출물 +, - +, - +, - +, - +, +

45 제조예5어성초추출물/비교예1의어성초추출물 +, + +, + +, - +, - +, -

46 제조예5연교추출물/비교예1의연교추출물 +, - +, +/- +, - +, - +, -

47 제조예5용담초추출물/비교예1의용담초추출물 +, - +, - +, - +, - -, -

48 제조예5익모초추출물/비교예1의익모초추출물 +, + +, - +, - +, - +, -

49 제조예5적작추출물/비교예1의적작추출물 ++, +/- +, +/- +, - +, - +, -

50 제조예5지모추출물/비교예1의지모추출물 +, + +, + +, - +, - +, -

51 제조예5진교추출물/비교예1의진교추출물 +, - +, + +, +/- -, - +, -

52 제조예5청대추출물/비교예1의청대추출물 +, - +, + +, + +, - +, -

53 제조예5치자추출물/비교예1의치자추출물 +, +/- +, +/- +, - ++, - +, -

54 제조예5패장초추출물/비교예1의패장초추출물 ++, - +, - +, +/- +, - +, -

55 제조예5포공용추출물/비교예1의포공용추출물 +, + +, - +, - +, - ++, +/-

56 제조예5황금추출물/비교예1의황금추출물 +, - +, - +, - +, - +, -

57 제조예5황기추출물/비교예1의황기추출물 +, - +, - +, - ++, +/- +, -

58 제조예5황련추출물/비교예1의황련추출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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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조예5황백추출물/비교예1의황백추출물 +, - +, - ++, +/- +, - +, -

60 제조예5후박추출물/비교예1의후박추출물 ++, +/- +, - +, - +, - ++, -

61
제조예6의혼합물(제조예3과 제조예4 및 제조예5

의 혼합물)
++++ ++++ ++++ +++ +++

62
비교예2의혼합물(제조예3과 비교예 1의 하고초추

출물과의 혼합물)
++ +/- ++ +/- +

63 살리실산 + - - +/- -

64 로비좀아크네 - - - + -

65 피코싸카라이드안티아크네 +/- - - + -

66 트리클로산 ++ + ++ +++ +/-

67 아젤라익산 - +/- - + -

68 피토스핑고신 + + - + -

- : 저지환 생성 못함,

+/- : 저지환 생성 후 균주 성장,

+,++ : 약한 저지환 생성,

+++,++++ : 강한 저지환 생성

표 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화장료 조성물들은 5가지 균주 중 일부의 균주에 영향을 미치며, 이 중

트리클로산이 가장 강한 생장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근의 소식(미국미네소타대학 크리스토퍼 맥네일 박사

, 2002.4.17, 보건/연합뉴스)에 의하면 트리클로산은 햇빛에 노출되면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표 1의 결과에 의하면 천연 방향성 생약추출물을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5가지 균주 모두에 약한 저지환을 생성시

키거나 저지환 생성 후 균주가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상기 생약추출물을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로 된 조합향

료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5가지 균주 모두에 강한 저지환을 생성시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은 피부상재균에 의한

염증 및 여드름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화장료 조성물에 사용되는 다른 원료들에 비해 매우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연에서 유래한 생약과 천연향료 및 피부자극이 거의 없는 합성향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화장료 조성물과는 달리 피부자극이나 부작용이 없어 안전한 장점이 있다.

(실시예 2)

화장품과 관련된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조성을 이용하여 표 2의 조성에 따라, 유성 및 수성성분과 계면활성

제 등을 제조예 1의 혼합물, 제조예 2의 혼합물, 제조예 3의 혼합물, 제조예 4의 하고초추출물, 제조예 6의 혼합물(제

조예 3, 제조예 4 및 제조예 5의 혼합물)과 각각 혼합하여 호모믹서기로 교반한 다음 가열 및 냉각하여 균일 혼합된 

화장료 조성물인 조성물 1 내지 조성물 5를 제조하였다.

(비교예 3)

비교예 1(에탄올추출법에 의한 하고초 추출물), 비교예 2의 혼합물(제조예 3과 에탄올추출법에 의한 하고초추출물과

의 혼합물)를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2에 사용된 물질과 동일한 조성으로 균일하게 혼합된 화장료 조성물인 비

교조성물 1과 2를 제조하였다. 이의 조성을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화장료 조성물의 조성(조성물 1 내지 5와 비교 조성물 1, 2)

원료명 조성물 1 조성물 2 조성물 3 조성물 4 조성물 5 비교조성물 1 비교조성물 2

폴리 솔베이트-60 1.5 1.5 1.5 1.5 1.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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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0.5 0.5 0.5 0.5 0.5 0.5 0.5

스테아린산 1.0 1.0 1.0 1.0 1.0 1.0 1.0

스쿠알란 5.0 5.0 5.0 5.0 5.0 5.0 5.0

세로 스테아릴알콜 2.0 2.0 2.0 2.0 2.0 2.0 2.0

세릴옥타노에이트 5.0 5.0 5.0 5.0 5.0 5.0 5.0

카보머 0.15 0.15 0.15 0.15 0.15 0.15 0.15

트리에탄올아민 0.2 0.2 0.2 0.2 0.2 0.2 0.2

글리세린 5.0 5.0 5.0 5.0 5.0 5.0 5.0

제조예 1의 혼합물 2.0

제조예 2의 혼합물 2.0

제조예 3의 혼합물 2.0

제조예 4의 추출물 2.0

제조예 5의 혼합물 2.0

비교예 1의 추출물 2.0

비교예 2의 혼합물 2.0

방부제 적량 적량 적량 적량 적량 적량 적량

정제수 합 100 합 100 합 100 합 100 합 100 합 100 합 100

(실험예 2)

여드름 유발균 및 피부상재균에 대한 생육억제효과 실험

조성물 1 내지 5와 비교조성물 1, 2의 화장료 조성물에 대한 여드름 유발균 및 피부상재균에 대한 생육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GEM 배양액 한천배지와 뉴트리언트 한천배지(Nutrient agar)에 5가지 균주를 배양하였다. 초기의 

접종균수를 측정한 후, 제조된 화장료 0.5g씩을 각 배지에 첨가하여 배양용 접시에 깔고, 균주가 측정된 (2.1×10 7 e

a/㎖) 5가지 균주를 접종시켰다. 프로피오박테리움 아크네스는 혐기배양기에서 3일간 배양하고, 나머지 4가지 균주

는 일반 배양기에서 3일간 배양하여 균주의 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표 3a 내지 표 3e에 나타내었다.

[표 3a]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에 대한 생육억제효과

0일 3일 저해능력(%)

조성물 1 2.30E+07 6.27E+06 72.73913

조성물 2 2.30E+07 7.00E+06 69.56522

조성물 3 2.30E+07 3.27E+06 85.78261

조성물 4 2.30E+07 3.89E+06 83.08696

조성물 5 2.30E+07 1.12E+02 99.99951

비교조성물 1 2.30E+07 1.12E+07 51.30435

비교조성물 2 2.30E+07 4.23E+06 81.6087

[표 3b] 슈도모나스 아우루기노사에 대한 생육억제효과

0일 3일 저해능력(%)

조성물 1 2.30E+07 6.87E+06 70.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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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 2 2.30E+07 7.23E+06 68.56522

조성물 3 2.30E+07 3.02E+06 86.86957

조성물 4 2.30E+07 3.99E+06 82.65217

조성물 5 2.30E+07 1.32E+02 99.99943

비교조성물 1 2.30E+07 1.42E+07 38.26087

비교조성물 2 2.30E+07 4.59E+06 80.04348

[표 3c] 스트렙토코커스 파이오진스에 대한 생육억제효과

0일 3일 저해능력(%)

조성물 1 2.30E+07 6.23E+06 72.91304

조성물 2 2.30E+07 6.32E+06 72.52174

조성물 3 2.30E+07 2.85E+06 87.6087

조성물 4 2.30E+07 3.46E+06 84.95652

조성물 5 2.30E+07 9.80E+01 99.99957

비교조성물 1 2.30E+07 1.25E+07 45.65217

비교조성물 2 2.30E+07 4.00E+06 82.6087

[표 3d] 스트렙토코커스 에피더미디스에 대한 생육억제효과

0일 3일 저해능력(%)

조성물 1 2.30E+07 4.23E+06 81.6087

조성물 2 2.30E+07 4.32E+06 81.21739

조성물 3 2.30E+07 2.45E+06 89.34783

조성물 4 2.30E+07 2.96E+06 87.13043

조성물 5 2.30E+07 1.42E+02 99.99938

비교조성물 1 2.30E+07 1.44E+07 37.3913

비교조성물 2 2.30E+07 4.80E+06 79.13043

[표 3e]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에 대한 생육억제효과

0일 3일 저해능력(%)

조성물 1 2.30E+07 4.01E+06 82.56522

조성물 2 2.30E+07 3.62E+06 84.26087

조성물 3 2.30E+07 1.85E+06 91.95652

조성물 4 2.30E+07 2.26E+06 90.17391

조성물 5 2.30E+07 1.02E+02 99.99956

비교조성물 1 2.30E+07 1.12E+07 51.30435

비교조성물 2 2.30E+07 3.60E+06 84.34783



공개특허 10-2005-0004354

- 10 -

표 3a 내지 3e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생약 추출물 및 향료를 포함한 화장료 조성물인

조성물 1 내지 5에서 여드름 유발균 및 피부상재균에 대한 우수한 생육억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비교조성물 

1, 2의 경우에는 조성물 1 내지 5에 비해 생육억제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성물 5와 비교조성물 2의 비교로

부터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초임계 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생약추출물이 포함된 조성물 5가 알코올추출법에 의해 추출

된 생약추출물이 포함된 비교조성물 2에 비해 생육억제효과가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예 3)

본 발명에 따른 천연방향성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한 화장료 조성물이 피부자극, 기타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상기 조성물 5와 비교조성물 2의 크림제형을 사용하여 인체에 대한 첩포실험(Patch test)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건강한 성인 남, 여 3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등 부위에 핀 쳄버(Finn chamber)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원판 속에 화장제품을 직접 넣거나 종이 디스크에 묻혀서 40㎕를 처리하여 이를 스켄포어 테잎(scanpore tape)으로 

피부에 고정시켜 24시간 후 첩포를 떼어내고, 그 뒤 4시간 후 결과를 판정하였다. 결과는 홍반과 부종의 정도에 따라 

수치로 나타내며, 판정기준은 국제접촉피부염 연구위원회 (International Contact Dermatitis Research Group;ICD

RG)의 기준에 의한다(Wooding et al, 1967; Rietschell, 1982; Fischer amp; Maibach, 1984; Aberer et al, 1993).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0 : 발적없음

1 : 발적(erythema)

2 : 발적 및 구진(papules)

3 : 발적, 구진 및 소수포(vesicles)

4 : 심한 부종 및 소수포

상기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점수에 근거하여 하기 수식 1에 따라 자극도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하기 표 4에 나

타내었다.

[수식 1]

자극도(%) =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반응도 / 자체모집단의 반응도) ×100

[표 4] 자극도 결과

조성물 5 비교조성물 2

자극도 0.01 0.1

상기 표 4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성물 5와 비교조성물 2의 경우 피부염증 또는 기타 자극은 거의 

없고, 특히 초임계 추출법에 의한 생약추출물이 포함된 화장료 조성물 5의 경우에 알코올추출법에 의한 생약추출물이

포함 된 비교조성물 2보다 피부염증 또는 기타 자극이 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예 4)

본 발명에 따른 화장료 조성물 5와 비교조성물 2를 사용하여 여드름 및 일반 염증에 대한 동물 임상실험을 실시하였

다. 무모마우스(Hairless Mouse; 이하 '실험동물'이라 함)(6주령, 암컷) 10마리의 등 부위를 2구획하고 아라키돈산(A

rachidonic acid; 시그마사제)으로 염증을 초기 유발하여 육안으로 관찰한 후, 4가지 균주 2 ×10 5 ea를 2-3일 간격

으로 200㎕씩 누적 도포하여 여드름 및 염증유발 동물 모델을 구성하였다. 구성모델의 왼쪽에 제조예 3의 샘플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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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쪽에 비교예 1의 샘플을 매일 2 ㎎/㎠로 도포하였다. 여드름 및 염증이 유발되었을 때 환부에서 농양을 채취한 후 

배양하여 동일 균주임을 동정하였다.

본 발명에 사용된 균주와 동일한 균주에 의해 발생된 환부에 크림제형의 화장료를 왼쪽에 조성물 5의 샘플을, 오른쪽

에 비교조성물 2의 샘플을 한달동안 매일 2 ㎎/㎠로 도포하여 매일 관찰하면서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본 임상실험 효

과의 판정은 자체적으로 하기 표 5와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관찰자 2-3명이 그 기준에 대한 점수 또는 등급을 결정하

여 상대적인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5] 임상실험효과의 판정기준

환부 상태 효과

1 정상적으로 치유 우수

2 환부가 중간이거나 더 이상 진행안됨 보통

3 환부가 크거나 염증이 더욱 진행 없음

상기 표 5의 기준에 따라 한달 경과 후 실험동물의 환부에 대한 육안판정을 한 결과를 동물모델의 마리수로 표 6에 나

타내었다.

[표 6] 임상실험 육안판정결과

제형/효과(마리수) 효과 우수 효과 보통 효과 없음 계

조성물 5 8 2 - 10

비교조성물 2 - 1 9 10

상기 표 6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0 마리의 실험동물 중 80%인 8마리가 조성물 5의 제형에서 우수

한 효과를 나타내었고, 비교조성물 2의 경우 90%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드름 또는 염증이 유발된

환부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본 발명에 따른 생약 추출물 및 향료가 포함된 화장료 조성물에서 여드름 및 염증완화 효

과가 탁월함을 알 수 있다.

상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의 단순한 변형 내지 변경은 모두 본 발명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

에 의하면, 피부상재균에 의한 염증 및 여드름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피부자극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이 안

전하며, 또한 미생물 오염방지로 인한 화장료 조성물의 장기보존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천연 방부효능을 가지며, 사용

된 각 구성성분들의 방향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약리작용을 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

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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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향료는 합성향료와 천연향료를 포함하는 조합향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

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향료 중 상기 합성향료는 페닐 에틸 알콜(Phenyl ethyl alcohol) , 시트로넬롤(Citronellol), 알파-이오논(α

-Ionone), 퓨란(Furan), 감마-도데카락톤(λ-Dodecalactone), 감마-헵타락톤(λ-Heptalactone), 바닐린(Vaniline)

, 감마-운데카락톤(λ-Undecalactone), 베타-피넨(β-Pinene), 5-메틸 푸르푸랄(5-Methyl furfural), 감마-헥사락

톤(λ-Hexalactone), 알파-피넨(α-Pinene), 5-(하이드로메틸)-2-푸르푸랄{5-(Hydromethyl)-2-furfural}, 2-퓨

란 카르복실산(2-Furan carboxylic acid), 게라니올(Geraniol), 네롤(Nerol), 사이클로텐(Cyclotene), 리나룰(Linalo

ol), 디하이드로 쿠마린(Dihydro coumarin)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합성향료이고,

상기 천연향료는 게르마늄 오일, 카모밀라 오일(Camomilla oil), 라벤더 오 일, 샌달우드 오일(Sandalwood oil), 안젤

리카 시드 오일(Angelica seed oil), 파인니들 오일(Pineneedle oil), 일랑 일랑 오일(Ylang ylang oil), 쥬니퍼베리 오

일 및 로즈마리 오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천연향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약추출물과 향

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생약추출물은 가자, 과루, 금은화, 당귀, 대산, 대청엽, 백부, 백작, 복향, 산두근, 어성초, 연교, 용담초, 익모초, 

적작, 지모, 진교, 청대, 치자, 패장초, 포공용, 하고초, 황금, 황기, 황련, 황백 및 후박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

는 적어도 하나의 생약에서 추출된 생약추출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

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향료는 페닐 에틸알콜, 시트로넬롤, 게라니올 및 알파-이오논이고 , 각각 1.4~1.6 : 2.8~3.2 : 2.8~3.2 : 2.

3~2.7의 중량비로 이루어지고,

상기 천연향료는 게르마늄 오일, 카모밀라 오일, 라벤더 오일, 샌달우드 오일이고, 각각 1.8~2.2 : 1.8~2.2 : 2.8~3.2

: 2.8~3.2의 중량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향료와 상기 천연향료는 중량비로 2.5~3.5 : 6.5~7.5로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7.
제 2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향료는 상기 화장료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약 0.001 내지 약 10 중량%이고, 상기 생약추출물은 상기 화

장료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약 0.01 내지 약 20 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

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8.
제 2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향료는 상기 화장료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약 0.01 내지 약 5중량%이고, 상기 생약추출물은 상기 화장료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해 약 0.1 내지 약 10 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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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생약추출물은 초임계 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약 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또는 

염증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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