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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첨 인지질의 하나인 distearoylphosphatidylcholin (DSPC)을 주로 하면서 피부보습에 도움을 주는 용매인 glycerin 

(GLY)에 의해 팽윤되어 형성된 라멜라 액정상 구조에 피부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중 하나로서 ceramide 3 (CER3)이 

함께 배향될 때 나타나는 함량 의존적 거동을 DSC, XRDs, PM 및 Cryo-SEM에 의해 고찰하였다. CER3은 매우 결정성

이 높지만, DSPC와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DSPC 20.0 wt% 함량대비 7.0 wt%까지는 탈리 없이 배향되지만, 

그 이상을 배향시킬 경우 CER3이 액정 내에서 탈리되어 자체로 GLY에 팽윤되어 또 다른 액정상을 형성하는 것을 

XRD의 특성피크 발현과 DSC의 공융점 거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ER3이 액정 내에 배향되면서 DSPC만

으로 이루어진 액정에서 보이는 SPP패턴뿐만 아니라, 피부 각질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LPP패턴도 SAXD분석을 통해 

확인되어, CER3을 적용시 인간피부와 보다 흡사한 액정구조를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Cryo-SEM을 이용하여 DSPC만

으로 이루어진 액정과 여기에 CER3이 도입된 액정을 비교한 결과, CER3은 액정의 구조를 보다 두텁고, 견고하게 함

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lyotropic behaviors of DSPC and CER3 when they are swollen by GLY as a solvent. 

The analyses were carried out on DSC, XRDs, PM, and Cryo-SEM. CER3 which has its high crystallinity and structural 

similarity with DSPC was well arranged up to 7.0 wt% in comparison to 20 wt% DSPC without any separation, but it was 

separated from the liquid crystalline (LC) phase to form another crystalline phase with the expression of its characteristic 

peak in XRDs and eutectic thermal behavior in DSC. Introducing CER3, two types of patterns were shown in XRD spectra; 

one is SPP expressed in a normal LC and another is LPP expressed in human skin SC.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incorporation of CER3 makes LC structure more similar to human skin. In Cryo-SEM study, it was shown that CER3 

makes LC structure thicker and denser.

Keywords: ceramide 3, distearoylphosphatidylcholin, periodicity phase, lamellar 

1. 서    론
1)

각질층(Stratum corneum, SC)은 케라틴(Keratin)으로 채워진 죽은 

세포들이 매우 밀집된 구조를 갖는 결정성 라멜라 지질층들로 전체적

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 아래와 같은 피부장벽의 역

할을 한다.  

1) 유해한 외부환경조건으로부터 내부기관을 보호하고, 인간의 피부 

항상성을 유지 

2) 피부에 적용된 활성성분들이 세포간 영역 내 결정성 라멜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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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층을 따라 확산될 때, 이들의 확산을 방해하고, 피부로의 약물전달 

효율을 감소 

따라서 약물전달의 관점에서 약물침투는 각질층의 장벽저항을 효

율적으로 감소시키는 저분자량의 극성용매와 인지질을 조합하여 증

가시킬 수 있다[1]. 주로 제약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침투촉

진제(Penetrating enhancer)로서 propylene glycol (PG), polyethylene 

glycol (PEG) 및 이들의 유도체, ethyl alcohol, glycerol monooleate 등

을 사용하여 testosterone, haloperidol, flurbiprofen 등과 같은 몇몇 활

성성분들의 경피흡수를 평가해서 보고한 바 있다[2-4]. 

라멜라 액정상의 lyotropic (조성에 따라 변하는)거동은 pure form에

서 고체 또는 액체인 양쪽성 지질에 용매작용에 의해 발생한다[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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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lecular structures of CERs present in human SC.

Figure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X-ray diffraction ; λ is the wave

length of X-ray and 2θ is the diffraction angle to determine the cry- 

stalline structure and its arrangement.

양한 용매들 중, 양쪽성 지질들과 조합에 사용되어 검토된 원료는 대

부분 물이었으며, 몇몇 연구자들은 물이 아닌 다른 용매들에 대한 액

정의 lyotropic거동에 대해 연구를 보고해왔으나, 지금까지 유기용매

나 고분자 시스템에 국한되어져 왔다[6,7].

생체지질 중 화장품 및 제약분야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인지

질(Phospholipid)은 대표적인 양쪽성 지질이며, 물에 분산시 자체 분자

구조와 분산조건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며 다양한 상들을 형성할 수 있다. 

그 상들은 수화된 인지질 회합체(Aggregates)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

전이를 포함한 이 회합과정은 주로 이들의 친유성 상호작용(Lipophilic 

interaction)에 의해 유발된다. 또한 피부보호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질은 세라마이드(Ceramide)류로서, 이들은 특히 아토피 및 

건조성 피부질환을 외용제로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생체지질로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 세라마이드류는 자체 결정성이 매우 크고, 

난용성물질로서 화장품류에 바람직한 함량을 사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세라마이드는 각각의 성질에 근거하여 sphingosine (S), phy-

tosphingisine (PS) 또는 6-hydroxysphingisine (HS)라는 3가지 주요 그룹

으로 나눌 수 있다. 이 sphingosine bases에서 아마이드 결합(Amide bond)

을 통하여 long-chain non-hydroxy (N) 또는 α-hydroxy (A) 지방산에 

붙어있는 acyl chain의 차이에 의해 화학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특히 인간의 피부에서 검출되는 세라마이드는 위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CER1∼CER9로 검출되어 보고되었다[8-11]. 

Figure 1은 피부 각질층 내 존재하는 다양한 세라마이드의 명명과 

분자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세라마이드들 중에서 비교적 가격이 

합리적이고, 원료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면서 각질층 내 피부장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라마이드로서 세라마이드 3 (CER3)을 선

택하였다. 이 CER3이 일반적으로 액정에 사용되는 물이 아닌, 피부 

보습제로서 3개의 수산기(-OH, Hydroxyl group)를 갖는 글리세린

(Glycerin, GLY)으로 팽윤된 DSPC 라멜라 액정구조 내 도입될 때, 액

정구조에 미치는 CER3의 영향을 XRDs, DSC, PM 및 Cryo-SEM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피부장벽을 구성하는 주성분으로서 장벽손상

으로 인해 심화되는 아토피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CER3이 자체

의 높은 결정성과 난용성으로 화장품에 안정적인 배합에 어려움이 있

어, 이의 안정적인 배합이 가능하면서 피부와의 구조적 유사성을 갖

는 액정모델을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실    험

2.1. 물질

본 연구의 주요 지질인 Distearoylphosphatidylcholin (DSPC, 95.0%

이상)은 독일 Lipoid사로부터, SC지질 중 피부장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eramide 3 (CER3, 95.0% 이상)은 대한민국 두산바이오텍에서, 

용매인 Glycerin (GLY)은 독일 Merck사로부터 cosmetic grade를 구입

하여, 전처리 없이 사용하였다. 

2.2. 방법 

2.2.1. DSPC-CER3-GLY 액정형 혼합물 제조

먼저, DSPC와 CER3을 용매인 GLY에 첨가하여 교반하면서 80 ℃

까지 가온 후,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교반한다. 이 혼합물을 

60 ℃까지 적당한 속도로 냉각하고, 이를 다시 서서히 35 ℃까지 냉각

한다. 제조 후, 10 ℃에서 3일간 보관하여 분자재배열이 완성된 후 분

석을 실시한다.

2.2.2. Small Angle X-ray Diffraction (SAXD)

SAXD는 XDS 2000 model (SCINTAG INC., USA)장비를 가지고 

24 ℃온도에서 측정하였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실험은 

Ni-filtered CuKα-ray (λ= 1.54 Å)를 이용하여 광검출기(Photo de-

tection)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SAXD데이터는 350 mm의 카메라 길이를 갖는 a position sensitive 

proportional counter (multichannel analyzer, etc. SCINTAG INC., USA)

를 이용하여 기록되었다. 이로부터 얻어진 회절패턴은 Q의 함수로 도

식화되었는데, 이 때 Q는 scattering vector로서 Q = (4π/λ)sinθ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2θ는 scattering angle 또는 Bragg’s angle이고 

λ는 X-ray의 파장(1.54 Å)이다. 라멜라상의 반복주기(Repeat period)

는 J. Zbytovska et al.[12]와 같은 방식으로 첫째, 둘째 및 그 이상의 

회절패턴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는데 Qn = 2πn/D식으로 계산되었

으며, 이때 D는 라멜라의 반복거리를 나타내는 주기이며, n은 회절피

크의 차수이다. 

2.2.3. Wide Angle X-ray Diffraction (WAXD)

WAXD 패턴은 high-sensitive X-ray film (Fuji Medical X-ray Film)

이 들어있는 flat-plate film cassette에 66.0 mm 카메라 렌즈를 이용하

여 기록되었다. 시료들은 얇은 벽 유리 모세관(바깥지름 1.0 mm)에 

밀봉 시켰으며 ± 0.2 ℃로서 온도변화가 적은 열안정 홀더 위에서 관

찰하였다. 이중층 사이의 층간 거리(d)는 주 피크(Peak)의 최대강도

(Intensity maxima)로부터 D = λ/(2sinθ)의 식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이 때 d는 라멜라 층간거리(Lamellar interlayer distance), λ는 X-ray의 

파장(1.54 Å), 2θ는 산란각(scattering angle) 또는 Bragg’s angle이다.



605Glycerin에 수화된 인지질 라멜라 액정상의 구조에 미치는 Ceramide 3의 영향 : 구조적 및 열적거동

Appl. Chem. Eng., Vol. 21, No. 6, 2010

Figure 3. Small angle X-ray diffraction (SAXD) of CER3 itself.

Figure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lamellar crystalline phases based 

on the DSPC/CER3 when complexed with GLY. Lipid headgroups are 

represented by black circles (DSPC and CER) attached to two hydrocarbon

chains. The D value is the ordinate for the repeating distance in lamellar

structure.

2.2.4.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열적상전이(Thermal transition) 거동은 TA instrument사의 TA4100 

모델을 이용하여 20∼120 ℃까지 2 ℃/min의 승온속도로 관찰하였다. 

샘플양은 약 10 mg으로 고정하였고, aluminum sample cell로 밀봉

(sealing)하였다. 또한 열적상전이 거동은 질소가스 조건하에서 수행되

어졌고, 상전이온도(Phase transition temperature, Tc)와 엔탈피 변화

(Enthalpy change, ΔH)를 관찰하여 액정구조의 형성정도 및 액정형성

의 균일성을 확인하였다.

2.2.5. Polarized Microscope (PM) and Cryo-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C-SEM)

PM 연구는 Tc 아래의 실온에서 편광 현미경(Olympus BX-51)을 이

용해 수행되어졌다. 보다 자세한 액정구조는 Cryo-SEM (HITACHI 

S-4700 모델)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먼저 Specimen Carrier (4.5 mm 

× 3 mm)에 샘플을 소량 적하시켜 Sandwich형태로 만든 후, Jet Freezer 

Device (JFD 030, 스위스 BAL-TEC사)를 이용하여 -180 ℃에서 급속

히 동결시킨다. 이 후, High Vacuum Cryo transfer System (VCT 100, 

스위스 BAL-TEC사)을 이용하여 -120 ℃가 유지되는 챔버로 투입한다. 

그리고 이 챔버에서 Sandwich형태로 만든 샘플의 한 쪽을 떼어내는 

Freeze-Fracture과정을 거치고, -100∼-110 ℃에서 5 min간 Etching시

킨 후, Pt (백금)으로 코팅시킨다. 이 후, Cryo-SEM에 샘플을 투입하

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CER3함량에 따른 DSPC-GLY액정구조의 변화(SAXD)

Figure 3은 CER3 자체의 SAXD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ER3은 2개의 결정상이 공존하는데, 한 가지는 q = 

0.07, 0.141 Å
-1
에서 long periodicity phase (LPP)로 나타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q = 0.165, 0.33, 0.493 Å
-1
에 short periodicity phase (SPP)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LPP의 거리는 89.7 Å이었으며, SPP

의 거리는 38.06 Å로 실험적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SAXD 패턴은 

대략 60 Å의 SPP와 대략 130 Å의 LPP를 갖는 피부 각질층의 패턴

과 유사한 것으로서 CER3이 DSPC-GLY로 구성된 라멜라 액정구조 

내에 도입되면 인체피부 SC와 더욱더 유사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13-18].

CER3은 높은 자체의 결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DSPC와 아주 유사

한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분자구조상의 유사성으로 

GLY로 팽윤된 DSPC가 형성하는 라멜라 액정구조 내로 CER3이 배

향될 경우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액정구조 내 비교적 잘 배향

할 것이며, 또한 높은 결정성으로 인해 배향된 CER3은 액정의 조밀도

와 형성강도를 증가시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Figure 5에서는, DSPC가 GLY에 팽윤되어 형성하는 라멜라 액정구

조에 가해준 CER3 농도에 따른 SAXD 패턴의 변화로 DSPC-CER3이 

GLY용매에 팽윤될 때, 전반적인 구조변화(Structural variance)를 측정

한 결과(A)와 보다 상세한 패턴분석을 위해 측정범위인 q값을 0.2에

서 0.75까지의 범위로 축소하여 측정한 결과(B)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1.0∼7.0% CER3 영역 내에서는 q = 0.042, 0.085 Å
-1
에서 LPP를 

의미하는 2개의 피크(Peak)가 나타났고, 이때의 LPP 거리는 대략 

148.63 Å으로 계산되어 DSPC-CER3이 용매인 GLY로 팽윤되어 균

일한 라멜라 구조를 형성하여 CER3자체 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 이 

영역 내에서, q = 0.121, 0.243, 0.362 Å
-1
에서 SPP를 의미하는 3개의 

피크가 나타났고, 이때의 SPP 거리는 대략 52.13 Å으로 산출되었다. 

CER3의 함량이 1.0%에서 7.0%로 증가할수록 q = 0.07, 0.141 Å
-1

에서 형성된 LPP 피크들의 강도는 커지고 상대적으로 q = 0.121, 

0.243, 0.362 Å
-1
에서 SPP 피크들의 강도는 약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 영역에서 Figure 3에서 보인 CER3의 특성 피크들이 보이지 

않은 것은 CER3이 액정구조 내에서 탈리되어 또 다른 결정상을 형성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CER3과 

DSPC가 갖는 구조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CER3의 높은 결정성에도 불

구하고 GLY로 잘 팽윤된 균일한 액정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Figure 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 이상의 CER3을 첨가

하는 경우에는 q = 0.170 Å
-1
에서 CER3 함량증가에 따라 확연히 

Figure 3에서 보인 CER3의 특성 피크가 강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ure 5(B)에서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q = 0.325, 

0.486 Å
-1
에서 Figure 3에서 보인 CER3의 특성 피크들이 나타나고 

CER3의 함량증가에 따라 이 피크들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CER3 7.0%까지 잘 형성된 DSPC-CER3 라멜라 액정 

외에 또 다른 상이 출현하였고, 피크들의 강도가 강해져서 출현한 또 

다른 상이 점진적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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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AXD patterns of DSPC (20.0%) lamellar crystalline phases 

swollen by an excess of GLY depending on CER3 contents : a) 1.0% 

CER3, b) 3.0% CER3, c) 5.0% CER3, d) 7.0% CER3, e) 9.0% 

CER3, f) 11.0% CER3, and g) 15.0% CER3.

Figure 6. Wide angle X-ray diffraction (WAXD) of DSPC itself.

Figure 7. Wide angle X-ray diffraction (WAXD) of CER3 itself.

상은 CER3 자체의 높은 결정성으로 인해 DSPC-CER3 라멜라 구조에

서 탈리되어 V-shaped 구조를 갖는 결정성 CER3상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9].

3.2. CER3함량에 따른 DSPC-GLY액정구조의 변화(WAXD)

Figure 6에서 보인 것처럼, DSPC는 2θ = 4.3, 5.72, 8.6, 21.24°에서 

4개의 특성 피크들을 나타내며, 이들 중  2θ = 21.24°에서 wide angle 

X-ray diffraction (WAXD) 패턴에서 가장 강한 주 피크를 형성한다. 

WAXD패턴에서 얻어진 주 피크는 DSPC의 head group에 있는 전자

밀도가 높은 phosphate fragments에 해당된다. 그리고 CER3의 WAXD 

패턴은 Figure 7에서 보인 것처럼 2θ = 5.84, 6.94, 11.56, 16.94, 

19.88, 20.46, 21.08°에서 6개의 특성 피크들을 나타내었다.

이들 특성 피크들 중 2θ = 5.84, 21.08°에서는 DSPC의 2θ = 5.72, 

21.24°에서와 중첩되어 복합피크(Complex peak)를 형성하여 DSPC-CER3

이 서로 잘 배향되어 라멜라 액정 내 극성영역(Polar region)과 상호작

용 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2θ = 6.94, 11.56, 16.94, 19.88, 20.46°에서

의 특성 피크들은 CER3이 탈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Figure 8(A)에서는 2θ = 10∼40°까지 영역에서 CER3 함량증가에 

따른 DSPC 라멜라 액정상의 무정형 영역(Amorphous region)의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앞선 SAXD 결과와 유사하게 CER3 함량이 7.0%

내에서는 2θ = 6.94, 11.56, 16.94, 19.88, 20.46°에서 어떠한 CER3의 

특성 피크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주 피크인 2θ = 21.24°와 왼쪽 

편에 GLY용매의 팽윤거동과 마찬가지로 2θ = 19.5° ± 0.4 부근에서 

약간 diffused 또는 broad된 피크들이 나타나고 미미하기는 하지만 점

차적으로 그 산란강도가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7.0%까지 가해준 

CER3은 GLY로 팽윤된 DSPC 라멜라 액정상 내로 잘 배향되어 균일

한 라멜라 구조를 형성하고, 이는 비결정성 영역을 채우고 있는 용매

인 GLY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Figure 8(B)에서 보는 

바와 같이 CER3의 2θ = 5.84°에서의 피크와 DSPC의 2θ = 5.72°에

서의 피크는 중첩되어 복합피크를 형성하였으며 그 강도가 점차적으

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DSPC-CER3이 서로 잘 배향되어 라멜라 액

정 내 극성영역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Figure 

8(A)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 이상의 CER3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2θ 

= 11.56°에서 CER3의 특성 피크가 나타나고 이는 CER3함량이 9.0%

에서 15.0%로 증가되면서 강도가 점점 크게 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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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WAXD patterns of DSPC (20.0%) lamellar crystalline phases 

swollen by an excess of GLY depending on CER3 contents : a) 1.0% 

CER3, b) 3.0% CER3, c) 5.0% CER3, d) 7.0% CER3, e) 9.0%  CER3,

f) 11.0% CER3, and g) 15.0% CER3.

Figure 9.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result of CER3 itself.

Figure 10. DSC patterns of DSPC (20.0%) lamellar crystalline phases 

swollen by an excess of GLY depending on CER3 contents : a) 1.0% 

CER3, b) 3.0% CER3, c) 5.0% CER3, d) 7.0% CER3, e) 9.0%  CER3,

f) 11.0% CER3, and g) 15.0% CER3.마찬가지로 Figure 8(B)에서도 2θ = 6.94°에서 CER3의 특성 피크

가 나타나고 이 피크도 CER3함량이 9.0%에서 15.0%로 증가하는 동

안 눈에 띄게 그 강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영역에서도 

CER3의 2θ = 5.84°에서의 피크와 DSPC의 2θ = 5.72°에서의 피크

가 중첩되어 형성되는 복합피크는 약간씩 증가하여 일부 CER3들이 

액정 내 배향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SAXD 결과와 마찬가지로 

CER3이 액정구조 내로 배향하지 못하고 탈리되어 CER3만의 또 다른 

상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서 앞서 언급된 SAXD 결

과와 WAXD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액정시스템 내에 배향되어 

GLY 용매조건에서 DSPC와 균일한 라멜라 액정을 형성할 수 있는 

CER3의 최대함량은 7.0%로 확인되었다.

3.3. CER3함량에 따른 DSPC-GLY액정구조의 열적상변화(DSC) 

Figure 9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CER3의 온도에 따른 DSC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데이터에서 전이온도(Tc)는 98.98 ℃이며, 전이온

도에서의 엔탈피 변화(△H)는 93.35 J/g로 DSPC (Tc = 73.15 ℃, △H 

= 44.6 J/g)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CER3이 DSPC보다 더 

높은 결정성(Crystallinity)이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10에서 보이는 것처럼, CER3이 1.0%에서 7.0%로 증가하면

서 전이온도(Tc)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면서 측정온도범위(20∼120 ℃)

에서 단융점(Monotectic) 열전이(Thermal transition)를 나타내어 이 영

역 내에서는 SAXD, WAXD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가해준 CER3이 탈

리되지 않고 라멜라 액정 내 잘 배향되어 균일한 상을 형성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CER3이 9.0∼15.0%로 증가하면 주 전이온도보

다 높은 온도에서 공융점(Eutectic) 열전이가 발생하여 라멜라 액정 내

에 배향하지 못하고 탈리된 CER3이 또 다른 결정성 영역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1(A)에서는 Figure 10에서 얻어진 DSC 패턴에 대해 Tc의 

변화를 도식화하였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Tc의 변화는 52.87∼54.13 

℃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변화하였지만, CER3이 9.0∼15.0% 영역에

서는 각각 Sub Tc가 64.3, 69.8, 72.9 ℃로 나타나서 CER3 함량증가에

따라 형성되는 탈리된 또 다른 CER3 결정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증가를 보였다. Figure 11(B)에서는 Figure 10에서 얻어진 DSC 패턴

에 대해 △H의 변화를 도식화하였다. 단융점 거동을 나타낸 CER3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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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Variances of (A) : phase transition temperatures (Tc1, ■ and

Tc2, ● ), and (B) : enthalpy change (H) at each Tc1, depending on 

CER content.

Figure 12. Polarized microscope photographs of DSPC (20.0%) lamellar

crystalline phases swollen by an excess of GLY depending on CER3 

contents : a) 1.0% CER3, b) 3.0% CER3, c) 5.0% CER3, d) 7.0% CER3,

and e) 9.0% CER3.  

Figure 13. Cryo-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otographs of DSPC 

(20.0%) lamellar crystalline phases swollen by an excess of GLY 

depending on CER3 contents : a) 0% CER3 and b) 5.0% CER3.

량이 7.0%까지의 영역에서는 △H가 거의 선형적으로 13.84 J/g에서 

40.96 J/g으로 CER3 함량 의존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DSPC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결정성이 있는 CER3이 라멜라 액

정 내 도입되어 조밀성과 액정형성강도를 증가시켜 나타난 결과로 추

정된다. CER3함량이 7.0%를 초과하는 영역에서 △H의 증가 기울기

가 감소한 것은 보다 높은 온도에서 또 다른 피크의 발현으로 비롯된 

결과이며, 증가폭이 감소하여 42.45∼46.62 J/g정도만 증가하였다.

본 DSC 연구결과, CER3은 높은 결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DSPC와 

유사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교적 높은 함량까지 DSPC와 균

일한 액정을 형성할 수 있고, 분자 내 3개의 수산기를 가지고 있어 

GLY의 극성기들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라멜라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CER3 분자가 갖는 높은 결정성에 의하여 

DSPC 자체만으로 GLY에 팽윤되어 형성된 라멜라 액정보다 더 두껍고, 

견고한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 CER3증가에 따른 액정형성정도 고찰

앞서 SAXD, WAXD 및 DSC 분석을 통해 GLY로 팽윤된 DSPC가 

형성하는 라멜라 액정구조에 CER3이 배향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편광현미경

(PM)과 동결주사전자현미경(C-SEM)을 이용하여 라멜라 액정구조에 

CER3이 배향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Figure 12에서는 1000배율로 확대한 PM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편광현미경은 투과형으로 CER3 함량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빛이 투과하지 못하여 관찰이 불가능하여 1.0∼9.0%의 영역까지만 

관찰되어 DSPC-CER3이 GLY에 팽윤된 라멜라구조의 광학비등방성

(Optical anisotropy)을 보여주었다. Figur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ER3 함량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조밀한 액정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단, XRDs, DSC에서 발견된 9.0%에서 CER3이 탈리되어 또 다른 

결정상을 형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면적이 DSPC-GLY가 

형성하는 액정으로 보여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Figure 13은 CER3을 5.0% 배합한 DSPC-CER3의 라멜라 액정구조

를 C-SEM으로 관찰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3에서 알 수 있

듯이 CER3이 DSPC 라멜라액정에 배향되면 CER3 부재 시보다 두껍

고 조밀한 액정을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선 XRDs, DSC와 

잘 부합되는 결과로서, CER3은 높은 결정성을 갖고 있음에도 DSPC

와 분자구조상의 유사성으로 매우 고함량까지도 잘 배향하여 균일한 

액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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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물 대신 GLY를 용매로 사용하여 DSPC를 팽윤시켜 

형성한 라멜라 액정상에서 아토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손상된 피

부장벽을 효과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CER3을 본 액정구조 내에 배

향시킬 때, CER3 함량에 따른 라멜라 액정의 구조변화, 액정형성도, 

액정형성 균일성을 고찰하였다.

CER3 분자는 인간 피부의 SC와 유사하게 LPP와 SPP 패턴을 동시

에 형성하면서, DSPC에 비해 결정성은 높지만 분자구조상 DSPC와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액정을 더 조밀하게 형성시키며, 

또한 형성강도와 면적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가해준 CER3의 함량변화에 따라 SAXD, WAXD, DSC 및 현미경

으로 고찰한 결과, 고함량인 7.0%까지 GLY로 팽윤된 조건에서 안정

하게 배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ER3 함량이 7.0%까지 배합

될 때 SAXD, WAXD 결과에서는 CER3이 액정구조 내에서 탈리되어 

발생하는 특성 피크들은 발현되지 않았고, SAXD에서는 SPP 패턴이 

감소하고 LPP 패턴이 증가하였고, WAXD에서는 각각의 특성피크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DSPC-CER3의 복합피크 증가가 나타나서 DSPC

를 주로하는 라멜라액정 내에 CER3이 잘 배향하고 있음을 증명하였

다. DSC 결과에서도 단융점 거동을 보이며, 전이온도(Tc)상에는 큰 

변화가 없이 열용량(△H)은 CER3 함량 의존적으로 증가하여 위의 결

과와 잘 부합되었다. 반면, CER3이 7.0%를 초과하면 라멜라 액정구

조 내에서 탈리되어 또 다른 결정상을 형성하였다. 이는 SAXD와 

WAXD 결과에서 CER3의 특성피크 발현과 그 강도증가로서 확인되

었고, DSC 결과에서도 주 전이온도(Tc1)보다 높은 온도에서 또 다른 

전이가 발생하는 공융점 거동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외용제로서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 피부장벽의 주성분으로 외부오염원으로부터 피부보호 및 피부 내

부로부터의 수분손실방지 효과를 주는 CER3을 자체의 높은 결정성과 

난용성을 극복하고 화장품에 안정적인 배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부와의 유사성으로 손상된 피부장벽복원 효과까지 배가시킬 수 있는 

액정모델에 대한 연구이며, 향후 아토피 증상완화에 효과적인 화장품 

개발에 응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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