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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지용성 토코페롤(α-tocopherol)의 산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nanostructured lipid carrier (NLC)에 봉입을 시도하였다. 
먼저 구성 성분과 혼합 비율을 달리한 여러 NLC를 만들고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고체 지질로 세틸 팔미테이트 
또는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를 사용했을 때는 안정한 상태의 NLC 입자가 만들어지지만 스테아린 산으로 만든 
NLC에서는 상분리가 일어났다. NLC 입자는 수백 나노미터 크기로 만들어지는데 지질대비 용매의 비율이 높을수록 
입자크기가 작게 나타났다. 고급 지방알콜인 옥틸도데칸올을 고체 지질에 첨가하면 결정화도가 감소하면서 지질 매트
릭스의 배열규칙성 이 약해짐을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열차트와 anisotropy 측정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고온(45 ℃) 또는 UV 빛이 조사되는 조건에서 토코페롤이 NLC에 봉입되어 있으면 용액이나 에멀젼 상태로 있는 것에 
비해 산화 안정성이 크게 향상됨을 DPPH 테스트와 과산화물가 측정으로 확인하였다. 

Abstract
Loading of hydrophobic α-tocopherol into nanostructured lipid carrier (NLC) was performed for improving its oxidative 
stability. First, various NLCs with different constituents and mixing ratios were prepared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While the stable NLCs were made when cetyl palmitate (CP) or glyceryl monosterate (GMS) was used as a 
solid lipid, the phase separation occurred in the NLCs consisting of stearic acid. Particle sizes of the NLCs were several 
hundreds of nanometers and the size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ratio of solvent to lipid. It was examined from DSC ther-
mogram and anisotropy test that the degree of crystallinity of the lipid phase decreased and the lipid matrix became less 
ordered when octyldodecanol, a long chain fatty alcohol, was added into the solid lipid. The oxidative stability of α
-tocopherol in NLC was remarkably improved compared to that in solution or emulsion under high temperature (45 ℃) and 
UV radiation, which was verified through DPPH test and peroxide valu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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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약물이나 활성 성분 등을 원하는 부위에 전달하고 안정화시키기 위

해 지질, 고분자, 계면활성제 등의 소재로 에멀젼, 리포좀, 고분자 나노

입자(nanoparticles) 및 복합체(complex) 등의 다양한 약물 전달체(drug 

delivery system)를 만들어 이들을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활용하고자 하

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화장품은 의약품과는 약간 달리 피

부 투과에 중점을 두며 소재의 안전성을 가장 우선 시 하기 때문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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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지질 소재로 만든 전달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포좀은 대표

적 지질 기반의 전달체로 수용성 및 지용성 성분 모두를 포집하여 전

달할 수 있고 제조 방법, 표면전하, 지질 조성 등에 따라 크기 및 형태 

특성 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하지만 리포좀

은 막 자체의 물리화학적 불안정성, 낮은 유화 안정성, 낮은 포집효율, 

높은 제조 단가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폭넓은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solid lipid nanoparticles (SLN)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SLN은 O/W 에멀젼의 액체 오일을 고체 지질(solid lipid)로 

대체하여 상온에서 입자가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나노입자 구조체이

다. SLN의 가장 큰 특징은 입자의 물리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활성 성

분이 고체 매트릭스(solid matrix) 내부에 포집되어 있어 외부 유해 환

경인자들로부터 활성 성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1,2]. 그러나 

SLN이 고체 지질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입자 매트릭스가 비교적 완

벽한 결정 구조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어 활성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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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제한이 생긴다. 이러한 이유로 활성 성분의 과량도입이 어렵

고, 보존되는 시간 동안 지질 매트릭스로부터 활성 성분이 유출된다

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SLN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새로운 전

달체인 nanostructured lipid carriers (NLC)의 개발이 이어지게 되었다

[3-5]. 

NLC는 고체 지질에 액체 지질을 혼합한 불완전한(imperfect) 매트

릭스 구조를 형성하는 나노 입자를 말하며, 이러한 구조 때문에 원래

의 고체 지질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에 비해 녹는점은 떨어지지만 인

체 온도에서는 여전히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활성 성분의 용해도는 

고체 지질보다 액체 지질에서 훨씬 높기 때문에 활성 성분이 입자 내

로 봉입되는 양이 많아지고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활성 성분의 유

출이 최소화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활성 성분은 지방 사슬 사이 또

는 지질층과 격자의 틈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노 입자 내로 활성 

성분을 충분히 봉입시키기 위해서는 덜 규칙적이고 불완전한 고체 지

질 매트릭스의 형성이 필수 전제 조건이다[6,7].

토코페롤은 지용성 비타민 E로 지질의 과산화를 감소시키는 능력

이 있고 특히 활성 산소 및 자유 라디칼을 소거시키는 강력한 항산화

제로 작용하면서 오일의 산패를 막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효능

이 보고되었다[8-10]. 하지만 토코페롤은 산소, 알칼리, UV 및 금속이

온 등이 존재하면 쉽게 산화되어 불안정하게 되는데[11],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화장품을 제조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는 위의 유해한 요인

들에 노출이 쉽기 때문에 토코페롤을 다용도로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

는 이를 안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용성 물질인 토코페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서 NLC에 봉입을 시도하였다. 먼저 고체 지질, 계면활성제, 용매 비율 

등 다양하게 성분 조성을 달리하였을 때 NLC 입자 특성의 변화를 관측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체 지질에 액체

상의 고급 지방알콜을 첨가하였을 때 결정화도 및 매트릭스 배열 규칙

성 변화를 각각 비교하기 위해 DSC 용융피크 엔탈피 값 분석과 DPH 

형광 anisotropy 측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코페롤이 NLC에 봉

입됨으로써 산화 안정성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라디칼 

소거능과 과산화물가 측정을 실시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DPH (1,6-Diphenyl-1,3,5- hexatriene), Tween 80 (polysorbate 80, 이후 

TW로 표기), 토코페롤(α-Tocopherol, TO), 페룰산(Ferulic acid, FA)

은 모두 Sigma Chemical사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고체 지질로 사용된 

세틸 팔미테이드(cetyl palmitate, CP)는 BASF사, 글리세릴 모노 스테

아레이트(glyceryl monstearate, GMS)는 광일사, 스테아린 산(stearic 

acid, SA)은 Nippon Oil & Fat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레시틴

(lecithin)은 Emulmetik 950 (Lucas Meyer)을 사용하였으며 액체상의 

고급 지방알콜인 옥틸도테칸올(octyldodecanol, OD)은 Nihon emul-

sion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계면활성제인 Tegocare 450 (polyglyceryl- 

3-methylglucose distearate, TG)는 Evonik Goldschmidt GmbH사의 제

품을 사용하였고 지질 성분을 용해하는데 사용한 에탄올과 아세톤은 

Daejung chemical에서 구입하였다. 과산화물가 실험에 사용되는 아세

트산과 티오황산나트륨은 Samchun chemical에서 구입하였고 클로로

폼과 요오드화칼륨은 Daejung chemical에서 구입하였다. 전분시약인 

starch는 Junsei chemical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2.2. 토코페롤을 함유한 NLC 제조방법

고체 지질과 토코페롤을 각각 0.4 g, 레시틴 0.1 g, 옥틸도데칸올 0.1 

g 모두를 아세톤/에탄올(1 : 1, 중량비율) 혼합용매에 넣은 후 60℃ 항

온조에서 용해시켜 유상을 준비한다. 유상 중량 대비 3배의 증류수에 

전체중량(유상 + 수상)의 1 wt% 농도에 해당하는 계면활성제를 첨가

하여 60 ℃ 항온조에서 용해시킨다. 용해된 유상과 수상을 모두 항온

조에서 꺼낸 후, 상온에서 유상을 수상에 천천히 첨가하면서 호모믹

서로 1 min간 교반을 실시한다. 이를 다시 자석 교반시키면서 서서히 

냉각시킨 후 마지막으로 NLC 용액에 초음파를 1 min간 가하여 입자

를 더욱 고르게 분산시킨다. 구성성분과 혼합비율을 달리한 NLC의 

조성을 Table 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2.3. 사용기기

제조된 NLC 입자 크기는 레이저 광 산란 측정 장치인 PSS의 

Nicomp 380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고체 지질의 융점 및 결정

화도 분석을 위해 사용한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는 

TA사의 Q10모델이었다. Anisotropy 측정을 위해서 Varian사의 Cary 

Eclipse 형광 광도계에 편광 렌즈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Zeta poten-

tial은 Brookhaven사의 Zeta Plus 모델을 사용하였고 DPPH 실험에서 

사용되는 UV-vis spectrophotometer는 Mecasys사의 Optizen 모델을 사

용하였다. NLC제조에 필요한 호모 믹서는 IKA Works사의 T25B type

을 사용하였고 초음파 기기는 Sonics & Materials Inc.의 VC505 모델

(probe type)을 사용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은 FEI사의 Cryo TEM을 

사용하였다. 

2.4. Anisotropy 측정 

시료의 비등방성(anisotropy)은 single emission 채널이 사용되는 

L-format 방법으로 2.2 × 10-6 M 농도의 DPH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살

펴보았다. excitation 파장과 emission 파장은 각각 360 nm와 473 nm

였고 anisotropy value (r)는 다음의 관계식으로 계산하였다[12,13].

    

    ,  



G : 기기 보정계수(instrumental correction factor) 

IVV, IVH, IHV, IHH : 방출 빛의 강도 

첫째 아래 첨자는 수직(V) 또는 수평(H)으로 편광된 excitation 

둘째 아래 첨자는 수직(V) 또는 수평(H)으로 편광된 emission 

2.5.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시료의 항산화 효능은 DPPH 라디칼 소거능(radical scavenging ac-

tivity)을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0.2 mM DPPH 용액 1 mL에 각각의 

시료 용액를 2 mL씩 첨가하여 충분히 섞은 후 실온에서 10 min 동안 

반응시킨 후 UV-vis spectrophotometer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여 다음 식에 따라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구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


) × 100

S : DPPH 용액에 시료를 첨가한 반응용액의 흡광도

B : 시료용액의 흡광도 

C : DPPH 용액에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반응용액의 흡광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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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TW1 CTW2 CTW3 CTG1 CTG2 CTG3

CP 0.4

Lecithin 0.1

OD 0.1

TO 0.4

Solvent (Acetone : Ethanol = 1 : 1) 8.0 12.0 16.0 8.0 12.0 16.0

TW 0.32 0.48 0.64 - - -

TG - - - 0.32 0.48 0.64

DW 24.0 36.0 48.0 24.0 36.0 48.0

Sample GTW1 GTW2 GTW3 GTG1 GTG2 GTG3

GMS 0.4

Lecithin 0.1

OD 0.1

TO 0.4

Solvent (Acetone : Ethanol = 1 : 1) 8.0 12.0 16.0 8.0 12.0 16.0

TW 0.32 0.48 0.64 - - -

TG - - - 0.32 0.48 0.64

DW 24.0 36.0 48.0 24.0 36.0 48.0

Sample STW1 STW2 STW3 STG1 STG2 STG3

SA 0.4

Lecithin 0.1

OD 0.1

TO 0.4

Solvent (Acetone : Ethanol = 1 : 1) 8.0 12.0 16.0 8.0 12.0 16.0

TW 0.32 0.48 0.64 - - -

TG - - - 0.32 0.48 0.64

DW 24.0 36.0 48.0 24.0 36.0 48.0

Table 1. Compositions of Tocopherol-loaded NLCs (g, w/w)

2.6. 과산화물가(Peroxide value)

시료 1 g을 아세트산과 클로로폼이 1 : 1의 비율로 혼합된 용매 25 

mL에 녹인 후, 포화 요오드화칼륨 용액 1 mL을 첨가하여 암소에서 

10 min간 방치한다. 10 min 후 증류수 30 mL와 전분시약 1 mL를 가

하고 충분히 섞어준다. 0.01 N 티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물 층이 무색

이 될 때까지 적정을 하고 다음의 식에 따라 과산화물가를 구하였다.

과산화물가(meq/kg) = 
× 

× 

a : 시료의 0.01 N 티오황산나트륨용액 소비량

b : 공시험의 0.01 N 티오황산나트륨용액 소비량

f : 0.01 N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역가

s : 시료의 채취량 

3. 결과 및 고찰 

Figure 1은 고체 지질, 계면활성제의 종류, 지질 대비 용매비율(용매 

대비 물의 비율은 1 : 3으로 고정)에 따른 입자 크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세 종류의 고체 지질을 사용하여 NLC를 만든 결과, CP와 

GMS를 고체 지질로 사용한 경우에는 NLC 입자가 잘 만들어진 반면, 

SA로는 NLC 입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용액에서 상분리가 일어났다. 

F. Hu 등은 SA로 NLC를 만든 논문을 발표했는데[14], 이는 지질, 용

매 및 물과의 상대적인 비율이 우리와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고체 지

질 종류 못지않게 혼합물 간 조성 비율이 NLC 입자 형성에 중요하다. 

제조된 NLC 입자는 대략 100에서 300까지의 수백나노 크기로 만들

어지고 CP와 GMS로 만든 입자의 크기 간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

았다. 계면활성제는 Tween 80과 Tegocare 450 두 종류를 사용하였는

데 입자 크기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질 대비 용매의 

비율을 달리하였을 때는 앞선 두 결과와는 달리 입자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용매의 양이 증가할수록 입자크기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

다. 이는 성분 간 혼화성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질 대비 용매

의 양이 많아질수록 용매가 물과 지질 간 계면장력을 낮추어 지질이 

더 작게 물속에 분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질 

대비 용매 비율 못지않게 용매 대비 증류수 비율도 중요한데 J. 

Varshosaz 등은 용매 대비 증류수의 양이 많아질수록 NLC 입자 크기

가 작아지는 결과를 발표하였다[15]. Figure 2는 NLC 입자 형상을 

cryo-TEM으로 확인한 사진으로 입도분석기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구

형의 NLC 입자가 100-300 nm 크기를 형성하였다.  

Figure 3은 DSC 열차트로, 고체 지질인 CP와 GMS 각각에 고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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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Change in NLC particle size with different compositions (a) 
CP (b) GMS.

Figure 2. Cryo-TEM of NLC particle (CTW3).

(a)

(b)

Figure 3. Change in DSC thermogram of solid lipid with the addition 
of OD (a) CP (b) GMS.

Figure. 4. Change in the heat of fusion of lipid matrix with the 
addition of OD.

방 알콜인 OD를 첨가하였을 때 고체 지질의 융점 변화를 살펴보았다. 

두 고체 지질의 화학 구조를 살펴보면 CP는 가운데에 에스테르를 기

점으로 양 옆에 지방 사슬이 있는 반면, GMS는 글리세롤 구조에 1개

의 지방 사슬이 붙어있고 2개의 수산기(-OH)를 지니고 있다. DSC 열

차트의 융점을 살펴보면 두 지질의 구조 차이에 의해 다음과 같은 특

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CP는 두 개의 지방 사슬이 서로 다른 

결정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에 융점이 넓은 온도 영역에 걸쳐 숄더피크

(shoulder peak)로 나타나는데 반해 GMS는 지방 사슬이 하나이기 때

문에 융점이 하나의 단일 피크로 나타났다. 또한 GMS는 수산기가 있

기 때문에 분자 간 수소 결합이 작용하여 CP보다 융점이 더 높게 나

타났다. 액체상의 고급 지방 알콜인 OD가 첨가되어 고체 지질과 혼합

되면 고급 지방알콜이 고체 지질의 결정층 배열 사이에 위치해 가소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체 지질의 융점은 더 낮게 나타난다.  

고급 지방알콜이 고체 지질의 결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융점에서의 엔탈피 값(△H)인 용융열을 비

교하여 Figure 4에 나타내었다. 두 고체 지질 CP와 GMS를 비교해보

면 CP가 GMS에 비해 단위 질량당 용융열 값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CP의 결정화도(degree of crystallinity)가 GMS에 비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GMS는 글리세롤 구조에 한 개의 지방사슬이 에스터 결

합으로 연결된 구조이지만 CP는 지방사슬 두 개가 직선상으로 에스

터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CP가 GMS에 비해 결정을 형성하기에 유

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따라서 결정화도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고

체 지질인 CP의 단위 질량당 용융열이 175 J/g으로 나타나고 CP에 

OD를 20, 40% 각각 혼합했을 때 용융열 값이 136, 99 J/g으로 감소하

였다. OD가 고체 지질의 결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결정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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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parison of the anisotropy values between SLN and 
NLC.

Figure 6. Comparison of phase stability during storage at a high 
temperature of 45 ℃ (A) CTW3 (B) CTG3.

Figure 7. Zeta potentials of CTG3 and CTW3.

(a)

(b)

Figure 8. Change in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TO with 
storage time (a) at 45 ℃ (b) under UVA + B radiation (15 W).

방해한다면 OD 혼합 비율에 비해 용융열 값이 훨씬 적게 나타난다. 

하지만 위 실험 결과는 실험적 오차를 감안했을 때 CP 용융열 값(175 

/g)의 80, 60%에 거의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위 결과를 가지고 생

각한다면 액체상의 OD가 고체 지질인 CP의 결정성을 크게 방해하지

는 않는 것으로 예측된다. GMS의 용융열 값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

찬가지로 OD가 고체 지질의 결정성을 떨어트리지는 않고 다만 OD가 

고체 지질의 결정층 사이에 같이 혼재해 있으면서 전체 지질 매트릭

스의 결정화도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OD가 첨가되지 않고 고체 지질로만 만들어진 SLN (solid lipid 

nanoparticle) 입자와 OD와 고체 지질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NLC 입자

의 비등방성(anisotropy) 값을 편광 렌즈가 부착된 형광 광도계로 측정

하여 비교해 보았다(Figure 5). CP와 GMS 모두에서 고체 지질로만 이

루어진 SLN 입자보다 OD가 첨가된 NLC 입자의 비등방성 값이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체 지질의 결정격자 사이에 액체상의 OD가 혼재

하게 되면 전체 지질 매트릭스 구조가 배열이 적어진(less ordered) 형

태로 된다는 것을 확인해준 결과이다.  

친수성 계면활성제로는 TW와 TG 두 종류를 사용했는데 NLC 제조 

직후에는 두 계면활성제 종류에 무관하게 외관상 어떠한 차이도 나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 안정성 여부를 살피기 위해 고온(45 ℃)에서 

한달 간 보관하던 중에 TG로 만든 시료(CTG3)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

만 TW로 만들어진 시료(CTW3)는 Figure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

분리가 일어났다. 따라서 두 시료의 제타 전위(zeta potential)를 측정

하여 살펴보았다(Figure 7). CTG3 시료의 zeta potential 값은 -32.1 

mV, CTW3의 값은 -13.9 mV로 각각 측정되었다. 제타 전위의 절대치

가 클수록 입자 표면 전하의 반발력이 강하여 입자간 응집이 어렵기 

때문에 입자가 더 안정적으로 분산되는데 일반적으로 30 mV이상의 

절대치를 기준으로 입자 안정성을 판별한다[16,17]. TG로 만든 NLC 

입자의 제타전위는 30 mV가 넘는 절대치를 나타내므로 안정성이 아

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토코페롤이 NLC에 봉입됨으로써 토코페롤의 산화 안정성이 향상

되는지 여부를 DPPH 라디칼 소거능과 과산화물가 측정을 통해 살펴

보았다. DPPH 실험에서는 토코페롤을 용매(아세톤/에탄올)에 용해시

킨 시료, 일반 유화시켜 만든 에멀젼 시료, NLC에 봉입시킨 시료

(CTG3), 토코페롤과 페룰산(TO의 1/40배)을 같이 봉입한 NLC시료 

등, 총 4종류의 시료를 만들어 고온(45 ℃)과 UV램프 오븐에 각각 보

관하면서 1주 간격으로 항산화 효능인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

였다(Figure 8). 고온에서 용액상의 토코페롤은 2주부터, 에멀전 상의 

토코페롤은 3주부터 DPPH 라디칼 소거능이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NLC에 봉입된 토코페롤은 4, 5주가 지나면서 라디칼 소거능이 감소

하기 시작했다. NLC 봉입 효과는 고온에서 보다 UV조건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다. 용액과 에멀젼 상태에 있는 토코페롤은 1주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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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hange in peroxide value of TO with storage time under 
UVA + B radiation.

나면서 DPPH 라디칼 소거능 감소가 시작되고 2, 3주만에 항산화 효

능이 거의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반해, NLC 입자에 봉입된 토

코페롤은 4주에 이르기까지 항산화 효능이 거의 그대로 지속되는 결

과가 나타났다. 토코페롤은 고온보다도 UV 빛에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NLC 입자에 봉입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18]. 페룰산이 

토코페롤과 같이 NLC에 봉입된 시료는 토코페롤의 산화 안정성을 더

욱 높여 5주 동안에도 라디칼 소거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가 나타

났다. F. H. Lin은 페룰산을 토코페롤과 혼합하여 효능의 시너지 효과

를 보고한 적이 있고 본 연구진도 페룰산을 친수성인 비타민 C에 혼

합하여 비타민 C의 산화 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페룰산이 지용성 물질인 토코페롤의 산화 안정성을 높이

는 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19,20]. 

Figure 9는 시료의 산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과산화물의 양의 변

화를 측정한 것으로 UV 조건하에서 토코페롤이 그대로 용액상태로 

있을 때와 NLC 입자에 봉입되어 있을 때를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UV조사 장치는 510 × 350 × 300 mm 내부 크기에 15 W의 UVA 

(320-400 nm)와 UVB (290-320 nm) 램프가 각각 하나씩 장착되어 있

다. 용액상태로 있는 토코페롤은 1주차에서부터 과산화물가가 증가하

여 3주에 도달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나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

난 반면 NLC 입자에 봉입된 토코페롤은 4주차까지 과산화물가가 일

정하게 유지되었다. DPPH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과산화물가 측정

에서도 토코페롤이 NLC 입자에 봉입됨으로써 산화안정성이 크게 향

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코페롤이 NLC에 봉입되면 토코페롤이 

입자 속 지질 결정구조에 갇힘으로써 산소를 비롯한 외부의 반응을 

일으키는 인자들로부터 차단되어 산화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

에 토코페롤의 산화 안정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4. 결    론

세틸 팔미테이트,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스테아린 산 등의 고

체 지질에 액체상의 고급 지방알콜인 옥틸도데칸올을 혼합하여 지용

성의 토코페롤을 함유하는 NLC를 제조하였다. 스테아린 산을 제외하

고 나머지 두 고체 지질과는 수백 나노미터의 크기의 NLC가 잘 만들

어지고 지질 대비 용매의 양을 높일수록 입자크기가 작게 형성되었다. 

옥틸도데칸올을 고체 지질에 혼합함으로써 지질 매트릭스의 결정화

도가 감소하고 덜 배열된 형태의 매트릭스 구조가 형성됨을 확인하였

다. 계면활성제 사용 시 Tween 80보다 Tegocare 450으로 만든 NLC 

입자가 상 분리 없이 더욱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제타전위 측정 

결과 30 mV가 넘는 절대치로 나타났다. DPPH 테스트 및 과산화물가 

측정을 통해 토코페롤이 용액이나 에멀젼 상태로 있을 때보다 NLC에 

봉입되어 있으면 항산화 효능이 더욱 오래 유지되고 특히 고온에서보

다 UV 조건에서 NLC 봉입에 의한 산화 안정성 증가가 더욱 크게 나

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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