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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약산성 입욕제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약산성 입욕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약산성  입욕제(weakly  acidic  bath  salt  composition)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욕의 pH가  되게  하는 탄산염 및  산  외에도 혈액순환 촉진 효과 및  피부  습윤감을 상승적
으로 증가시키는 보습제(moisturizer)를 함유하는 약산성 입욕제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입욕제는  향료,  착색제,  식물  추출물,  유기산  등을  황산나트륨,  붕사,  황,  염화나트륨, 
탄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무기염  혼합물  중에  배합시킴으로써  제조되며,  욕에  향기  및/또는  색조를 
제공하거나  피부를  적당히  자극시켜  혈액순환  피로회복  및/또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된다.  이러한  입욕제  중에는  탄산염과  산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발포성  입욕제가  있는데,  이것은 욕
중에 이산화탄소 가스 기포를 생기게 해서 이완감 또는 상쾌감을 높이고 유쾌한 목욕감을 준다.

그러나  선행기술의  발포성  입욕제는  중성  또는  약알카리성이며,  따라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가스는 
물속에서  거의  용해되지  않고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가스  기포는  단지  기계적, 
감각적 효과만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본  발명자들이  예의  연구한  결과  욕중에  탄산염  및  산을  함유시켜  욕의 pH
가  약산성이  되게  함으로써  욕중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보유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목욕후
에  냉기를  방지하는  약산성  입욕제를  개발하였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상기  입욕제에  보습제를 배합
시킴으로써  혈액순환  촉진  효과  및  피부  습윤감이  상승적으로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본 발명
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발명은 탄산염 및 산을 함유하며 보습제가 추가로 배합된 약산성 입욕제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입욕제  중에  배합될  탄산염에는  탄산수소나트륨,  탄산나트륨,  세스키탄산나트륨, 탄
산수소칼륨,   탄산칼륨,  세스키탄산칼륨,  탄산수소암모늄,  탄산암모늄  및  세스키탄산  암모늄이 

있다. 이들은 단독으로 또는 2가지 이상의 배합물로 사용될 수 있다.

산은  유기산  또는  무기산중  어느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용성  고체산이  바람직하다. 유기산
에는  포름산,  잭쇄  지방족산(예,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및  발레르산),  디카르복실산(예, 
옥살산,  말론산,  숙신산,  글루타르산,  아디프산,  피멜산,  푸마르산,  말레산,  프탈산,  이소프탈산  및 
테레프탈산),  산성  아미노산(예,  글루탐산  및  아스파르트산),  하이드록시산(예,  글리콜산,  락트산, 
하이드록시아크릴산,  α-하이드록시부티르산,  글리세르산,  타트론산,  말산,  타타르산, 하이드록시벤
조산,  시트르산,  살리실산(o,  m,  p),  갈리산,  만델산,  트로프산,  아스코브산  및  글루콘산),  신남산, 
벤조산,  페닐아세트산,  니코틴산,  카인산,  소르브산,  피롤리돈카르복실산,  트리멜리트산, 벤젠설폰
산  및  톨루엔  설폰산  뿐만  아니라  이들  유기산의  산성염이  있다.  무기산에는  인산,  인산이수소칼륨, 
인산이수소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아황산칼륨,  피로아황산나트륨(메타아황산수소나트륨), 피로아황
산칼륨(메타아황산수소칼륨),  산성헥사메타인산나트륨,  산성헥사메타인산칼륨,  산성피로인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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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피로인산칼륨  및  설팜산이  있다.  기타  바람직한  것으로는  지방족  디카르복실산(예,  숙신산), 푸
마르산 및 인산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산성염이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보습제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1)  유기산염,  예를  들면  락트산나트륨,  타트르산이나트륨,  피롤리돈카르복실산나트륨  및 글루탐산
이나트륨,

(2) 다가알콜, 예를 들면 프로필렌글리콜, 1, 3-부틸렌 글리콜, 글리세롤 및 소르비톨,

(3) 수용성 고분자,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비닐알콜, 알긴산나트륨 및 
폴리비닐피롤리돈, 

(4) 무코다당류, 예를 들면 콘드로이틴 황산염 및 히알루론산,

(5) 콜라겐 및 이의 유도체, 및

(6) 핵산(DNA, RNA), 단백질(예, 엘라스틴, 케라틴, 피브로인) 및 이의 가수분해물.

본  발명에 따른 입욕제 중에서 탄산염 :  산의  비는,  욕에  첨가하였을 경우 욕  염  조성물이 욕이 약
산성으로  될  정도,  즉  입욕제  수용액  0.01중량%가  pH  4  내지  7,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6.7일 정도
이어야  한다.  pH가  4  미만일  경우에는  피부가  심하게  자극되는  동시에  욕  히이터  등을  손상시킬 위
험성도 있다. pH 7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발명의 효과가 얻어질 수 없다.

본  발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산성  pH에서  이산화탄소가 CO 2  분자로서  존재하고  혈액순환  촉진 효과

를  나타내는  반면,  알카리성  pH에서는  이산화탄소가 CO2
2-
 또는 HCO3

-
이온으로  존재하여  상기  효과가 

전혀 얻어질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탄산염 :  산의  비는,  탄산염 및  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만,  바람직하게는  탄산염은  전체  조성을  기준으로  5  내지  80중량%(이하,  %로  약술한다),  더욱 바람
직하게는  10  내지  50%이고,  산은  전체  조성을  기준으로  10  내지  80%,  더욱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50%이다.

보습제는  다양한  양으로  배합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전체  조성을  기준으로,  0.001  내지 
10%,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2%로 사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입욕제는  이러한  종류의  입욕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성분,  예를  들어  항료, 착
색제,  비타민류,  온천의  유효성분,  단백질  분해  효소,  해초추출물,  알긴산나트륨,  라놀린,  실리콘, 
생약 또는 이의 추출물 등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약산성  입욕제는  분말,  과립,  결정,  정제  등의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정제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형태를  제조하는데  있어,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윤활제  등을  필요에  따라 첨
가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약산성 입욕제는 사람 피부의 pH와  거의 같은 pH를  가지므로 피부
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욕이  알칼리성일  경우  욕중에  입욕제를  투입하여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이온으로  존재하여  혈액순환  촉진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나,  본  발명에  따라  얻어지는  바와  같이 산
성  영역에서  이산화탄소는 CO 2  분자로서  존재할  수  있고  또한  현저한  혈액순환  촉진  효과를 나타낸

다.

다음 실시예는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시예 1]

입욕제를  표  1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다.  각  입욕제를  0.01%  수용액이  되도록  욕에  투입하고, 통상
의  방법으로  한달  동안  이  조성물을  사용한  30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입욕제로서의  전체적 느낌(종
합  평가),  목욕후  냉기의  발생유무,  피부의  습윤도를  평가한다.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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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2]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탄산염 5  내지 80중량%,  산  10  내지 80중량%  및 보습제 0.001  내지 10중량%를 함유하는 약산성 입욕
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보습제가  유기산염,  다가알콜,  수용성  고분자,  뮤코다당류,  콜라겐  및  이의 유도
체, 핵산(DNA, RNA) 및 단백질 중에서 선택되는 약산성 입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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