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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입상 구조제를 함유하는 고형 모발 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화장품에서  허용  가능한  매질에,  고체  입자로  구성되고  이  매질에  불용성인  구조제를 
함유하여, 이 매질이 함유된 조성물에 변형 가능한 고체 형태를 부여하고, 이 구조제는 희석제를 사용하
여 모발로 부터 제거 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모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이 조성물은 샴푸, 상태 조절
제(conditioner), 케라틴 섬유를 염색 또는 표백시키기 위한 조성물, 또는 양자 택일적으로 케라틴 섬유
를 퍼머 또는 곧게 펴기 위한 조성물로 구성될 수 있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입상 구조제를 함유하는 고형 모발 조성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변형 가능한 고체 형태의 신규한 모발 조서물에 관한 것이다. 이 모발 조성물은 샴푸, 콘디쇼
너(conditioner), 케라틴 섬유를 염색 또는 표백시키기 위한 조성물, 또는 양자 택일적으로 이러한 섬유
를 퍼머 또는 스트레이트 퍼머를 위한 조성물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더욱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발, 속눈썹 또는 눈썹 처리에 사용된다.

본 발명은 또한 케라틴 섬유의 화장품적 처리 방법, 케라틴 섬유의 염색, 표백, 퍼머, 세척 및/또는 콘디
쇼닝 방법 및 케라틴 섬유에 특정 활성제를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모발 조성물에서 특정 구조제(structuring agent)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모발 조성물은 대개 다소간 점성인 액체 또는 크림 형태이다. 이 조성물이 액체일수록, 이것을 손헤 담기
가 더욱 어렵고 측정하기도 더욱 어렵다. 그 이유는 이 조성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조성물이 액체일수록, 포장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더 크다.

간단히 말하면, 모발 조성물은 다량의 물과 일반적으로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는 화장품에서 허용 가능한 
지지체 또는 매질에, 세제, 엄색약, 콘디쇼너 및 퍼너 활성제 같은 하나 이상의 활성제를 함유한다.

각각의 특정한 모발 처리(머리 감기, 퍼머, 염색등) 후에, 단지 이러한 활성 처리제(콘디쇼너, 염색약)만
이 모발에 남도록 하고 지지체와 특히 계면 활성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발을 헹구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불행히도, 다수의 모발 조성물은 헹구기 어려운 결점, 즉 헹구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및/또는 
모발에 소량의 생성물을 남기며, 특히 끈적끈적하고 들러붙으며 밀납을 입힌듯한 외형을 부여하는 결점을 
갖는다.

더욱이, 사용자들이 점점더 신규한 조직의 생성물 및 신규한 개념의 생성물을 추구한다.

본 발명의 주제는 특히 상기 결점들의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신규한 모발 조성물이다. 특히, 이 조성물은 
공지 방법으로 헹구어지며 상당히 보기 드문 조직을 갖는다. 또한 사용이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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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라는 용어는 모발, 속눈썹 및 눈썹을 동등하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출원인은 놀랍게도 독창적인 구조제 또는 조직제(texturing agent)를 사용하여 모발 조성물에 변형 가능
한 고체 형태를 부여함이 가능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은 화장품에서 허용 가능한 매질에, 고체 입자로 구성되고 이 매질에 불용성인 구조제를 
함유하여, 이 매질이 함유된 조성물에 변형 가능한 고체 형태를 부여하고, 이 구조제는 희석제를 사용하
여 모발로부터 제거 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모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주제는 모발 조성물에 변형 가능한 고체 형태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체 입자로 구성되
고 희석제를 사용하여 제거될수 있는 구조제(structuring agent)를 모발 조성물에 사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구조제가 하나 이상의 입자 유형을 형성할수 있다.

이 고체 조직(texture)의 잇점중의 하나는 본 발명의 조성물이 특히 수송시에, 포장으로부터 이탈할 위험
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조성물은 다루기가 매우 쉽고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액체 
조성물보다 측정하기도 훨씬 쉽다.

이 조직의 또다른 잇점은 사용시 뛰어난 편안감이다. 특히, 이 조성물은 종래 얼굴과 눈을 특히 자극하는 
위험을 지닌 공지 조성물과 대조적으로 전혀 흘러내리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 성질은 아동용 삼푸외에, 
퍼머 및 염색 과정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이  조성물은  건조하며  변형  가능한  고체  형태이고,  얼룩이  지지  않으며 마시맬로
(marshmallow)와 유사하다(참조 : 마시맬로와의 유사성에 관한 문헌 US-A-3,682,659). 이 고체는 아동용 
플래스티신(Plasticine : 세공용 점토의 상표명) 처럼 형태 변형이 될수 있다. 이것은 단지 생성물의 필
요량만을 얻기 위하여 손으로 쉽게 부러뜨릴수 있다. 특히, 이 조성물은 일회용 형태, 및 예를 들어 작은 
입방체 형태 또는 새세이(sachet : 작은 주머니) 형태로 포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입자 형태에 기인하여, 일반적으로 두개의 분리된 상(섞이지 않는 성분, 예를 들어 오일/물)을 
형성하는 성분들을 위한 균일한(변형 가능한 고체) 구조를 수득하는 것이 특히 가능하다.

부드럽고 좋은 느낌의 고체를 수득하기 위하여, 평균 입자 크기가 1∼300㎛, 예를 들어 5∼200㎛ 및 바람
직하게는 10∼100㎛ 및 보다 바람직하게는 15∼40㎛인 입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가볍고 공기가 잘 통하는 형태를 부여하기 위하여, 밀도가 0.09 미만, 바람직하게는 
0.06미만 및 더욱 바람직하게는 0.04미만인 입자가 사용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낮은 밀도를 수득하기 위하여, 기체가 채워진 중공형 입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체는 
공기, 질소, 이소부탄, 이소펜탄 등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바람직한 특성에 으하면, 입자가 비드 형태이다. 그러나, 섬유 또는 침상 형태의 입자
를 사용할수 있다.

이러한 입자가 화장품에서 허용 가능한 매질 또는 지지체에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각종 불활성 물질
로 만들어 질수 있으며; 특히, 이 입자는 오일, 계면 활성제, 물 및 활성제 같은 각종 다른 조성물의 성
분과 반응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조직화제는 단순한 희석에 의하여 모발로부터 쉽게 제거되는 특이한 특징을 갖는다. 실제로, 
이것은 화장품적 지지체를 위한 부형제 또는 저장소로서 작용한다. 더욱이, 이것은 지지체 및 특히 변형 
가능한 고체에 함유된 활성제 또는 작용제가, 필요한 경우 물에 의한 단순한 희석에 의하여 회수될 수 있
도록 해준다. 이것은 화장품적 지지체가 입자내가 아닌 고체의 입자간 사이에 허용된다는 사실에 기인한 
듯하다.

물이외에, 저급 알코올(이소프로판올 또는 에탄올) 및 프로필렌 글리콜같은 하나 이상의 화자품에서 허용 
가능한 극성 용매가 첨가된 물, 및 하나 이상의 계면 활성제가 첨가된 물이 희석제로 사용될수 있다. 또
한 염이 부가된 물이 사용될수 있다.

조직화제에 대한 선별 기준으로 하기 시험을 수행할수 있다 : 

－착색된 페이스트를 수득할때까지, 종래 모발 분야에서 사용된 HC Blue 2 같은 염색약을 수중(水中)에 
함유하는 소정 입장의 첨가, 

－페이스트에 물방울을 따름.

물방울과 충돌하는 시점에서 페이스트가 잔여 페이스트보다 훨씬 맑으면, 이것은 상기 입자가 조직화제로
서 적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충돌하는 시점에서 페이스트가 탈색되지 않으면, 상기 입자는 전혀 
적당하지 않다.

불활성 입자는 유리, 또는 열가소성 물질, 예를 들어 발포될수 있는, 아크릴로니트릴, 비닐리덴 클로라이
드, 비닐 클로라이드 및/또는 아크릴 또는 스티렌 모노머의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 나일론 같은 폴리아미
드로 만들어짐이 바람직하다. 아크릴 모노머는 예를 들어, 메틸 아크릴레이트, 에틸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아크릴레이트이다. 스티렌 모노머는 예를 들어, α-메틸스티렌 또는 스티렌이다.

본 발명에 사용될수 있는 유리 입자로는 3M사가 판매하는 중공형 유리 비드(참조 :  Scotchlite  Glass 
Bubbles S 22)를 언급할수 있다. 이 비드의 95%는 직경이 74㎛ 미만이다.

사용될수 있는 나일론 입자는 아토켐(Atochem)사 판매의 오르가졸(Orgasol)이 있다. 이러한 입자는 직경
이 5∼6㎛ 범위인 다공성 고체구이다.

입자가 바람직하게는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및 아크릴로니트릴의 발포된 공중합체, 또는 비닐리덴 클로라
이드, 아클릴로니트릴 및 메타아크릴레이트의 발포된 공중합체의 변형 가능한 중공형 입자이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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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하기 중량%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비닐리덴 클로라이드로부터 유도된 단위체 0∼60%, 아크릴로니트
릴로부터 유도된 단위체 20∼90-% 및 아크릴 또는 스티렌 모노머로부터 유도된 단위체 0∼50%를 함유하는 
삼원  공중합체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입자는  건조  또는  수화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상품명이 
EXPANCEL 인 Nobel Casco 사 판매품 및 특히, 참고 번호 551 DE 12(입자 크기 : 약 12㎛ 및 밀도 : 약 40
㎏/㎥), 551 DE 20(입자 크기 : 약 30㎛ 및 밀도 : 약65㎏/㎥), 551 DE 50(입자 크기 : 약 40㎛), 461 DE 
50 및 642 WE 50(입자 크기 : 약 50㎛), 및 551 DE 80(입자 크기 : 약 80㎛)의 판매품이 있다.

또한 입자 크기가 약 18㎛이고 밀도가 약 60∼80㎏/㎥인 이와 동일한 삼원 중합체 입자, 또는 대안적으로 
입자 크기가 약 34㎛이고 밀도가 약 20㎏/㎥인 이와 동일한 삼원 중합체 입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참고 번호가 551  DU  10(입자 크기 : 약 10㎛) 또는 461  DU  15(입자 크기 : 약 15㎛)인 상품명 
EXPANCEL 하의 판매품 같은,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및 아크릴로니트릴의 중합체 입자, 또는 비닐리덴 클로
라이드, 아크릴로니트릴 및 발포되지 않은 메타아크릴레이트의 중합체 입자를 사용할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할수 있는 기타 중공형 중합체 입자로는, 이타콘산, 시트라콘산, 말레산 및 푸마르산 또는 
에스테르로부터 수득한 중합체 및 공중합체, 및 비닐 아세테이트 또는 락테이트(참조 : 이에 관한 문헌 
JP-A-2,112,304)로부터 수득한 중합체 및 공중합체를 언급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옥수수 전분 또는 열분해(pyrogenous) 실리카 입자, 또는 비발포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에틸렌 입자는 헹굴때 모발로부터 잘 제거되는 고체 조성물을 수득할 수 없다.

확실히,  고체 입자를 가지고 액체 매질의 점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제에 관한 참조 :  the  article 
Elsevier  Sequoia,  1992,  Progress  in  Organic  Coatings,  21,  p.  255-267,  A  Toussaint  Choice  of 
rheological model for steady flow : application to industrial concentrated suspensions)이 공지되어 
있으나, 오늘날 모발 분야에서 입자가 분산된 매질을 저장하기 위하여, 특정 농도의 입자로부터 수득한 
고체 생성물의 사용을 어느 누구도 기술 또는 암시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변형 가능한 고체의 제조등
이 본 조성물에 사용된 구조제의 양에 연관되어 있다 : 한계 색소 충전 부피(critical pigment charge 
volume)로 언급되며 C.P.C.V.로 약칭되는 특정량 이상의 입자인 경우, 매질 점도의 돌연한 상승이 관찰된
다. C.P.C.V.는 매질 및 입자 종류의 함수이고; 따라서, 이것은 매회 측정되어야 한다. 이의 측정은 당업
자에서 아무런 문제도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C.P.C.V.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ASTM법을 사용
할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샴푸, 콘디쇼너(conditioner), 모발 형태 부여 제품(hair shaping product), 퍼머약 
또는 스트레이트 퍼머 약(hair straightening agent), 또는 직접적인 경로나 산화 경로를 통한 염색 또는 
표백을 위한 조성물로 구성될수 있다. 가능한 특정 적용에 있어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세제, 염색약, 퍼
머약, 중합체 및 양이온으로부터 선택한 하나 이상의 활성제를 함유할수 있다.

산화 염색의 경우, 각각 변형 가능한 고체를 함유하면서, 하나는 산화 염색약 전구체(염기 + 커플링제)를 
함유하는 염색약 조성물을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산화레를 포함하는 두개의 분리된 용기에 본발명의 조
성물을 포장할수 있다. 사용 직전에 이 두개의 고체는 손으로 함께 혼합할수 있다. 이어서, 이 혼합물을 
젖은 모발에 적용한다. 다음은, 종래 모든 염색약 조성물과 같이 작용하도록 방치하고, 최종적으로 모발
을 헹군다.

더욱이, 이러한 입자를 퍼머 조성물에 도입할 경우, 감지 가능할 정도로 냄새를 감소시킬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주제는 케라틴 섬유 및 특히 모발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기 정의된 조성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조성물을 젖은 케라틴 섬유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리 물로 희석한 후 마
른 모발에 사용할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또다른 주제는 상기 정의된 조성물을 젖은 섬유에 적용한 다음, 이 섬유를 헹구는 것
으로 구성된, 케라틴 섬유 및 특히 젖은 케라틴 섬유에 대한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또한 물의 존재하에 상기 정의된 조성물을 섬유에 적용한 다음, 이 섬유를 헹구는 것으로 구성
된, 케라틴 섬유의 염색, 표백, 퍼머, 세척 및/또는 콘디쇼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주제는 화장품에서 허용 가능한 매질 및 고체 입자로 구성되며 상기 매질에 불용성인 
구조제를 함유하는 변형 가능한 고체 내에 활성제를 포함시키고; 물의 존재하에 변형 가능한 고체의 적어
도 일부를 케라틴 섬유에 적용함으로써, 케라틴 섬유로 활성제를 방출하고, 이어서 섬유를 헹구어 구조제
를 제거하는 것으로 구성된, 케라틴 섬유에 활성제를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조직화 입자 및 활성제 이외에, 종래 모발 조성물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함유한다. 
이러한 성분은 특히 광물유, 식물유, 합성유, 실리콘을 함유한 유, 물, 알코올 용매, 차단제, 향료, 계면 
활성제, 중합제, 보존제, 항 산화제, pH 조절제, 금속 이온 봉쇄제, 충전제등이다.

하기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특징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비제한적으로 설명한다. 실시
예에서 AM은 활성 물질을 의미하고 EO는 수 몰의 산화 에틸렌을 의미한다.

[실시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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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형태 부여가 손쉽고 적용이 용이하며, 만족스럽게 헹구어지는 부드러운 백색 페이스트가 수득된다.

[대조예 1]

[ 샴푸]

형태 부여가 가능하고 끈적끈적하며, 적용이 어렵고 제거에 장시간이 걸리며, 거친 느낌을 주는 백색 페
이스트가 수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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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샴푸]

부드럽고 끈적거리지 않으며, 형태 부여가 손쉽고 적용 및 제거가 용이하며,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백색 
페이스트가 수득된다. 이 샴푸의 거품 형성능은 공지 샴푸와 비교할 만하다.

[대조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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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형태 부여가 가능하고 적용 및 제거가 어려우며, 약하게 겔화된 백색 페이스트가 수득된다. 이 페이스트
는 느낌이 거칠다.

[실시예 3]

[샴푸]

형태 부여가 가능하고 부드러우며, 적용이 용이한 백색 페이스트가 수득된다. 헹구기 쉽고 느낌이 부드럽
다.

[실시예 4]

10-6

1019950020347



[직접적인 염색약 제품]

수득한 페이스트는 고체이며 적용시 부드럽고, 퍼짐 및 물로 제거가 용이하다. 또한, 이 페이스트는 효과
적인 모발 염색을 제공하면서도, 종래 염색 제품과 비교하여 덜 강력하게 착색되므로 사용자를 덜 두렵게 
만든다.

[실시예 5]

[직접적인 염색약 제품]

수득한 페이스트는 고체이며 형태 부여가 가능하고, 물로 제거가 용이하다.

[실시예 6]

[직접적인 염색]

수득한 페이스트는 고체이며 형태 부여가 가능하고, 물로 제거가 용이하다. 실시예 4, 5 및 6의 경우, 사
용한 염색약은 종래 직접직인 염색에 사용된 염색약으로, 특히 다음과 같다 :

- HC Blue 2

- HC red 3

- 염기성 HC Blue 99

[실시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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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염색]

상 1은 형태 부여가 가능한 부드러운 고체이다.

상 2 또한 형태 부여가 가능한 부드러운 고체이다.

이 두 페이스트를 사용시에 손으로 함께 혼합하고, 이어서 이 혼합물을 젖은 모발에 적용한다. 20분간 작
용하도록 방치한뒤 물로 헹군다. 색깔이 종래 수득된 것과 비교할 만하다.

[실시예 8]

[ 페이스트 환원제]

모발의 새로운 형태를 위한 퍼머용 환원 페이스트는 하기 성분을 혼합함으로써 본 발명에 의하여 제조한
다 :

이 조성물은 미리 로울러(roller)로 말은 젖은 머리에 브러쉬를 가지고 적용한다. 15분간 작용하도록 방
치한뒤 물로 완전하게 헹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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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하기 산화 조성물을 적용한다 :

산화 조성물은 10분간 작용하도록 방치한다. 물로 헹구고 이어서 로울러를 제거한다. 건조후, 충분한 정
도의 컬(curl)을 갖는 아름다운 컬의 모발이 관찰된다. 페이스트 환원제의 적용중에 환원제의 흘러내림은 
관찰되지 않으며, 환원 단계중에 보다 적은 냄세가 감지된다.

종래 퍼머 조성물에 비하여 불유쾌한 냄새의 상당한 감소가 또한 관찰된다.

[실시예 9]

[페이스트 환원제]

이 실시예는 하기 환원 페이스트를 사용함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8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

[실시예 10]

[페이스트 환원제]

실시예 8 및 9와 동일한 조성물에 의한 페이스트 환원제 및 실시예 8 및 9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후에, 
하기 조성물을 브러쉬를 가지고 적용한다 :

이 조성물은 10분간 작용하도록 방치한다. 이어서 물로 헹구고 로울러를 제거한다. 상기와 동일한 유형의 
결과가 수득된다.

[실시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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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디쇼너]

과 정 : 콘디쇼너는 젖은 모발에 적용한다. 2분간 방치한뒤 헹구어낸다. 제거가 매우 용이하며 모발 엉킴
의 풀림이 매우 양호하다. 일단 마르면, 모발은 매우 부드럽고 윤이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장품에서 허용 가능한 매질에, 유리 또는 열가소성 물질로 만들어진 고체 입자로 구성되며 상기 매질에 
불용성인 구조제를 함유하는 모발 조성물로서, 상기 매질이 함유된 조성물에 대해 변형 가능한 고체 형태
를 부여하고, 상기 구조제는 희석제를 사용하여 모발로부터 제거 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모발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구조제의 평균 입자 크기가 1∼300㎛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구조제의 평균 입자 크기가 10∼100㎛범위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구조제의 밀도가 0.09 미만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구조제의 밀도가 0.04 미만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입자가 중공형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입자가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아크릴로니트릴, 및 아크릴 또는 스티렌 모노
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한 하나 이상의 중합체 및 공중합체, 유리 및 나일론으로부터 선택한 물질로 
만들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입자가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아크릴로니트릴, 및 아크릴 또는 스티렌 모노
머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한  하나  이상의  공중합체의  발포된  중공형  입자들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입자들이 한계 색소 충전 부피 이상의 양으로 존재함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
물.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세제, 염색약, 퍼머약, 중합체 및 양이온으로부터 선택한 하나 이상의 활성
제를 추가로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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