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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페닐메칠피라졸론을 함유하는 모발염모제 조성물 및 그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모발에는 정상적으로 염색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염모제가 일정 시간동안 투명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산

화형 염모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발명은 전체 중량대비 2∼25중량%의 지방알코올과, 전체 중량대비 0.5∼35중량%의 계

면활성제와, 전체 중량대비 0.1∼30중량%의 페닐메칠피라졸론을 70∼90℃에서 용해한 후, 그 용해물질에 전체 중량

대비 0.1∼10중량%의 염료와, 전체 중량대비 30∼55중량%의 정제수를 혼합하여 50∼60℃로 냉각하고, 전체 중량

대비 2∼10중량%의 알카리제를 배합하여 모발염모제 조성물을 제조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염모제, 페닐메칠피라졸론, 산화형, 크림상, 제1조성물, 제2조성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모발염모제 조성물에 함유되는 페닐메칠피라졸론의 화학적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한 공정도이고,

도 3은 발명의 제2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한 공정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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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 도 4b는 본 발명의 모발염모제에 있어서, 염모제의 혼합 후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5a, 도 5b는 종래 모발염모제에 있어서 염모제의 혼합 후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새치머리 흰머리 및 탈색된 모발을 자연스러운 원래의 모발색상 또는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하는 염모제 조

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히는 염색과정에서 염모제 조성물의 혼합으로 인한 색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산화형 

염모제 조성물에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발염모제는 염료가 모발에 정착되는 정도에 따라 일시적인 염색, 반영구적인 염색, 영구적인 염색의 3

종류로 나눈다.

상기 영구적인 염모제는 색소가 모발의 표피를 침투하여 모발의 모피질 안에 색소분자를 침전시키도록 만들어져 있

고, 침투와 산화제의 추가 작용에 의하여 상기 염모제는 모발에 탈색과 착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상기 영구적 모발

염모제는 식물성 염료, 금속성 염료, 혼합성 염료, 산화형 염료(유기 합성 염료)로 나눌 수 있고, 산화형 염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산화형 염료를 사용하는 모발염모제에 관련된 것으로서 염료는 아닐린(Aniline)에서 유도된 염료, 합

성유기체 염료, 아미노염료(Amino tint) 등을 사용한다.

상기 산화형 염모제는 일반적으로 염료와 알카리제를 함유하는 제1조성물과, 과산화수소수를 함유하는 제2조성물로 

구성되고, 상기 제1조성물과 제2조성물을 혼합한 혼합물을 모발에 도포하여 염색한다. 상기 제1조성물에 포함된 알

카리제는 모간을 부풀리고, 모발의 모피질 내부에 염료가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며 주로 암모니아수와 모노에탄올아민

등을 이용한다. 상기 제2조성물에 포함된 과산화수소는 모발의 멜라닌 색소를 산화시켜 모발의 색을 밝게 하며 또, 제

1조성물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형 염료를 중합 반응시켜 염료 고유의 색상이 표현되도록 작용한다.

그러나, 종래의 산화형 염모제는 모발을 염색하기 위하여 상기 제1조성물과 제2조성물을 혼합하면 모발의 염색 작용

이 일어나도록 작용함과 동시에 그 혼합물 에 포함된 과산화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결합하여 시간이 경과하여 감에

따라 혼합물이 검게 변하게 된다.

즉, 도 5a와 같이 모발을 염색하기 위하여 산화형 염모제의 제1조성물과 제2조성물을 혼합하면 곧바로 혼합물이 검

게(탁하게) 변하고, 그 안에 모발을 담그면 시간이 경과하여 감에 따라 도 5b와 같이 모발에 착색이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이 종래의 산화형 염모제는 모발이 염색되어 가는 색상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상

으로 염색 시간을 10분, 20분, 30 등으로 결정한 후,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발에 묻어있는 염모제를 씻어 내고, 그 

염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모발의 굵기나 상태 손상 정도에 따라 염색 색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염색 시간을 정확히 컨트롤하지 않으면 사

용자가 원하는 모발의 색상을 얻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산화형 염모제의 혼합물은 색상이 탁한 검은 색이기 때문에 염색 후 씻어낼 때 혐오감 및 불결한 느낌을

주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염모제의 제1조성물과 제2조성물을 혼합하더라도 혼합물의 색상이

투명을 유지하고, 그 혼합물이 투명을 유 지한 상태에서 모발의 염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발염모제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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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염모제의 혼합물이 투명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염료와 알카리제를 함유하는 제1조성물에 그 조

성물의 전체 중량대비 0.1 중량% 내지 30 중량%의 페닐메칠피라졸론을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염모제의 제1조성물과 제2조성물을 혼합하였을 때 색상이 투명 상태를 유지함과 아울러 그

투명 상태에서 모발에 염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산화형 모발염모제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투명한 모발염모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발이 염색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염색 후 모발염모제를 제거할 때 혐오감이나 불결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염료, 알카리제에 전체 중량대비 0.1∼30 중량%의 페닐메칠피라졸론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 염모제에는 지방알코올, 계면활성제, 지방산, 정제수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이 더 추가된다

또, 상기 염료는 산화염료 중간체로 P-페닐렌디아민, P-아미노페놀, O-아미노페놀, 레조시놀, 황산톨루엔-2,5-디아

민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알카리제는 강암모니아수, 모노에탄올아민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지방알코올은 세탄올, 스테아릴알코올, 베헤닐알코올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계면활성제는 폴리옥시에칠렌세칠에텔, 폴리옥시세칠렌라우릴에텔황산나트륨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지방산은 올레인산을 포함한다,

상기 염료는 전체 중량대비 3∼10중량% , 상기 알카리제는 전체 중량대비 3∼10중량%, 상기 지방알코올은 전체 중

량대비 5∼20중량%, 상기 계면활성제는 전체 중량대비 20∼35중량%, 지방산은 전체 중량대비 10∼20 중량%, 상기

정제수는 전체 중량대비 30∼55중량%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모발염모제의 제조방법은 전체 중량대비 5∼20중량%의 지방알코올과, 전체 중량대비 20∼35중량%의 계

면활성제와, 전체 중량대비 0.1∼30중량%의 페닐메칠피라졸론을 70∼90℃에서 용해한 후, 그 용해물질에 전체 중량

대비 3∼10중량%의 염료와, 전체 중량대비 30∼55중량%의 정제수를 혼합하여 50∼60℃로 냉각하고, 전체 중량대

비 3∼10중량%의 알카리제를 배합하여 제조한다.

본 발명에서 혼합물 변색방지제로 사용한 1-페닐-3메칠-5-피라졸론(페닐메칠피라졸론)은 헤테로싸이클릭아민(Het

erocyclic)의 한 종류이고, 화학적 구조식은 도 1과 같다.

상기 페닐메칠피라졸론은 백색에서 연한 황갈색을 띠는 결정성 분말이며, 끓는점은 105mmHg에서 287℃이고, 17m

mHg에서는 191℃이다.

상기 페닐메칠피라졸론은 제1조성물 즉, 모발염모제에 과산화수소수를 함유하는 제2염모제를 혼합하면 그 혼합물이 

과산화수소 및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검 게 산화되지 않도록 작용하는 것을 실험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이하,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모발염모제의 구성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1

도 2의 공정도에서와 같이 조성물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세탄올 4.0중량%와, 스테아릴알코올 3.0중량%와, 베헤닐알

코올 7.0중량%로 된 지방알코올과, 조성물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폴리옥시에칠렌세칠에텔로 된 계면활성제 15.0중

량%와, 페닐메칠피라졸론 7.0중량%를 75∼85℃로 용해하였다.

이어서, 상기 용해물질을 산화염료 중간체를 구성하는 P-페닐렌디아민 2.4중량%, P-아미노페놀 0.6중량%, O-아미

노페놀 0.1중량%, 레조시놀 0.8중량%와 정제수 54.1 중량%에 혼합하여 75∼85℃로 가온 용해하였다.

이어서, 상기 정제수에 용해된 물질을 혼합한 후, 약 50∼55℃로 냉각시키고, 알카리제를 구성하는 강암모니아수 3.0

중량%와 모노에탄올아민 3.0중량%를 배합하여 크림상의 염색제 칼라베이스(제1조성물)를 제조하였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제1조성물에 제2조성물 즉, 과산화수소수를 넣고, 염색할 모발을 넣은 후 30분간 방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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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도 4a 및 도 4b와 같이 제1조성물과 제2조성물을 혼합한 직후나 염색이 진행된 30분 후에도 염모제의 색상

변화가 없이 투명한 상태에서 모발만 염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시예2

도 3의 공정도에서와 같이 조성물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폴리옥시에칠렌라우릴에텔황산나트륨으로 된 계면활성제 1

9.0중량%와, 지방산인 올레인산 15.0중량%와, 페닐메칠피라졸론 10.0중량%를 정제수 41.7%와 혼합하여 교반 용해

하였다.

이어서, 상기 교반된 용해 물질에 산화염료 중간체를 구성하는 황산톨루엔-2.5-디아민 6.0중량%, P-아미노페놀 0.8

중량%, O-아미노페놀 0.3중량%, 레조시놀 1.2중량%를 용해 시켜 다시 교반하였다.

이어서, 알카리제를 구성하는 강암모니아수 3.0중량%와 모노에탄올아민 3.0중량%를 배합하여 크림상의 염색제 칼

라베이스(제1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제1조성물에 제2조성물 즉, 과산화수소수를 넣고, 염색할 모발을 넣은 후 30분간 방치하였다.

그 결과 실시예 1과 동일한 효과를 얻었다.

상기 결과로부터 페닐메칠피라졸론을 포함하지 않는 종래의 산화형 염모제는 도 5a 및 도 5b와 같이 제1조성물과 제

2조성물을 섞었을 때 염모제의 색상이 검게 변하지 않고, 투명하게 유지되며 모발의 색상이 변한 것을 염모제를 씻어

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염모제에 색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종래의 산화형 염료와 비교하여 고분자인 페닐메

칠피라졸론의 구조가 도 1에서와 같이 벤젠고리에 부가된 5각형 고리의 치환제가 3가지의 가역적인 형태로 변하면서

혼합물 내의 산화형 염료와 과산화수소수 사이에 일종의 피막을 형성하여 이들의 결합을 방해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추측된다.

실험결과 산화지연시간은 페닐메칠피라졸론이 포함되는 양이 많을수록 더 길어지고, 페닐메칠피라졸론이 조성물중 

염료의 총 중량대비 0.6∼200.0 중량%의 범위일 때 모발의 염색 색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혼합물의 산화를

효과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용되는 산화염료 중간체 즉, 염료의 양과 페닐메칠피라졸론이 대략 1:1의 중량 비율로 혼합하여 제1조성물의

염모제를 구성하고, 상기 제1조성물에 과산화수소수로 된 제2조성물을 섞으면 산화지연효과가 약 1시간 이상 나타나

고, 1시간 후부터는 서서히 색상의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모발의 염색은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이루어지고,

곧 바로 염모제를 씻어내므로 1시간 이상의 산화지연은 본 발명의 목적 달성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산화형 모발염모제는 그 조성물에 페닐메칠피라졸론의 소정량 첨가함으로써 모발에는 정상적으로 염색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염모제가 일정 시간동안 투명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염색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모발이 염색되어 가는 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염색 종료 후 염모제를 제거할

때는 염모제가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혐오감이나 불결한 느낌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산화형 모발염모제에 전체 중량대비 0.1∼30 중량%의 페닐메칠피라졸론을 포함하여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닐메

칠피라졸론을 함유하는 모발염모제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발염모제 조성물은 지방알코올, 계면활성제, 지방산, 정제수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이 더 추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닐메칠피라졸론을 함유하는 모발염모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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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염료는 산화염료 중간체로 P-페닐렌디아민, P-아미노페놀, O-아미노페놀, 레조시놀, 황산톨루엔-2,5-디아민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알카리제는 강암모니아수, 모노에탄올아민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

상을 포함하고, 상기 지방알코올은 세탄올, 스테아릴알코올, 베헤닐알코올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계면활성제는 폴리옥시에칠렌세칠에텔, 폴리옥시세칠렌라우릴에텔황산나트륨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지방산은 올레인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닐메칠피라졸론을 함유하는 모발염모제 조성물.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염료는 전체 중량대비 0.1∼10중량% , 상기 알카리제는 전체 중량대비 2∼10중량%, 상기 지방알코올은 전체 

중량대비 2∼25중량%, 상기 계면활성제는 전체 중량대비 0.5∼35중량%, 지방산은 전체 중량대비 0.5∼20 중량%, 

상기 정제수는 전체 중량대비 30∼55중량%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닐메칠피라졸론을 함유하는 모발염모

제 조성물.

청구항 5.
전체 중량대비 2∼25중량%의 지방알코올과, 전체 중량대비 0.5∼35중량%의 계면활성제와, 전체 중량대비 0.1∼30

중량%의 페닐메칠피라졸론을 70∼90℃에서 용해한 후, 그 용해물질에 전체 중량대비 0.1∼10중량%의 염료와, 전체

중량대비 30∼55중량%의 정제수를 혼합하여 50∼60℃로 냉각하고, 전체 중량대비 2∼10중량%의 알카리제를 배합

하여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닐메칠피라졸론을 함유하는 모발염모제 조성물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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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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