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7, No. 4. August, 2020. 893~905
ISSN 1225-9098 (Print)
ISSN 2288-1069 (Online)
http://dx.doi.org/10.12925/jkocs.2020.37.4.893

- 893 -

식물성계면활성제를 사용한 토코페릴아세테이트의 
가용화와 유화력에 관한 연구

김인영1✝․배보현2

1✝(주)바이오뷰텍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총괄대표이사
2(주)바이오뷰텍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2020년 8월 6일 접수: 2020년 8월 25일 수정: 2020년 8월 26일 채택)

A Study on the Solubilizing and Emulsifying Action of 
Tocopheryl Acetate using Plant Surfactant

In-Young Kim1✝․Bo-Hyeon Bae2

1,2✝Biobeautech Co., Lt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1,2✝710, Mega-dong, SKn-TechnoPark, 124 Sagimakgol-ro, Jungwon-gu, Seongnam-City, 

Gyeonggi-do, 13207, Republic of Korea
(Received August 6, 2020; Revised August 25, 2020; Accepted August 26, 2020)

  요  약 : 이 연구는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토코페릴아세테이트의 가용화와 유화력에 관한 연
구이다. 고순도의 폴리글리세릴-10이소스테아레이트와 폴리글리세릴-10올리에이트를 혼합하여 우수한 
가용화력과 유화력을 가진 식물성계면활성제를 합성하였다. 이 혼합원료의 이름을 Solubil EWG-1100
으로 칭하였다. 이 원료의 외관은 엷은 노란색의 페이스트,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었고, 비중은 1.12, 
산가는 0.085이었다. 이 계면활성제의 HLB값은 평균값=15.18로 Griffin식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이 계
면활성제가 토코페릴아세테이트를 가용화하는 거동을 메커니즘적으로 검증하였다. 가용화의 성능은 유관
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UV분광광도계로 650 nm에서 투과도 측정을 통하여 투명도를 평가하였다. 이 결
과 3 %의 에탄올을 보조용매로 사용한 처방에서 토코페릴아세테이트를 가용화하는데 필요한 계면활성
제의 농도는 가용물의 약 5 배가 필요하였다. 에탄올을 보조용매로 사용하지 않은 처방에서 토코페릴아
세테이트를 가용화하는데 필요한 계면활성제의 농도는 가용물의 약 7 배가 필요하였다. 또한 10 %의 
토코페릴아세테이트를 유화하는데 필요한 계면활성제의 농도는 1 wt%, 유화입경은 3.5 mm이었다. 안
정하고 미세한 유화입자를 얻기 위하여, 토코페릴아세테이트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Solubil EWG-1100
의 농도도 함께 증가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H변화에 따른 계면활성제의 가용화력을 실험한 결
과 pH=3.2의 산성영역, pH=7.0의 중성영역, pH=11.8의 알칼리성영역에서도 안정화된 가용화력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킨케어처방, 민감성피부용제품, 악건성피부용 제품을 개발하는 화장품 분
야에 폭넓게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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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is a study on solubilization and emulsifying power of tocopheryl acetate 
using vegetable surfactants. High purity polyglyceryl-10 isostearate and polyglyceryl-10 oleate were 
mixed to synthesize a vegetable surfactant with excellent solubilizing power and emulsifying power. 
The mixed raw material was named Solubil EWG-1100. The appearance of this raw material was 
a pale yellowish paste with a specific smell, specific gravity of 1.12, and acid value of 0.085. The 
HLB value of this surfactant was calculated by the Griffin’s equation with an average value of 
15.17. The behavior of this surfactant to solubilize tocopheryl acetate was mechanically verified. 
The performance of solubilization was evaluated by a method of visual evaluation and was 
measured by a transmittance rate at 650 nm using a UV spectrophotometer. As a result, in the 
formulation using 3% ethanol as a co-solvent, the concentration of surfactant was required to 
solubilize tocopheryl acetate was required about 5 times of natural surfactant. In the formulation 
without ethanol as a co-solvent, the concentration of surfactant was required to solubilize 
tocopheryl acetate required about 7 times of natural surfactant. In addition, the concentration of 
surfactant required to make an emulsifivation 10 % of tocopheryl acetate was 1 wt% of Solubil 
EWG-1100, and the emulsified particle size was 3.5 mm in cream formula. In order to obtain 
stable and fine emulsified particles, it was found that as the concentration of tocopheryl acetate 
increased, the concentration of Solubil EWG-1100 also was to increase. As a result of testing the 
solubilizing power of the surfactant according to the pH various change, it showed stable 
solubilizing power in the acidic region of pH=3.2, the neutral region of pH=7.0, and the alkaline 
region of pH=11.8. As applic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widely 
applied to the cosmetics field that develops skin care prescriptions, sensitive skin products, and 
heavy dry skin products.

Keywords : natural surfactant, solubilizer, emulsification, particle size, cosmetic

1. 서 론

  현대에 들어와서의 화장품 뷰티 산업은 단순한 
제형과 기술을 넘어서 그 속에 숨어있는 구성성
분들의 오리진(origin), 석유계성분 여부, 유전자 
프리, 비동물실험 등 안전성에 대한 보증을 요구
하고 있다[1~3]. 근래의 계면활성제는 천연유래
지방산에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가 부가
된 계면활성제가 식물성이라는 물질로써 반합성
된 원료들이 개발되고 있다[4]. 특히, 가용화력을 
가진 확실한 식물성 계면활성제는 찾아보기 어렵
다.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계면활성제는 석유계
로부터 유래한 에틸렌옥사이드계열인 합성계면활
성제, 비이온성계면활성제, 식물성계면활성제가 
사용되고 있다[5~7]. 최근에는 유기농화장품, 천
연화장품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이있어
서 식물성 원료를 주로 사용한 화장품들이 나오
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식물성계면활성제 개발도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투명제형인 스킨로션, 보

습에센스, 보습크림, 마스크시트 등의 처방에서는 
우수한 가용화력을 가진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데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원료는 피이지-40 하
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폴리솔베이트-20가 
대표적인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8,9]. 이러한 계
면활성제는 석유계로부터 유래한 에틸렌옥사이드
가 부가되어 강력한 계면활성력을 가지고 있고, 
피부에 사용할 경우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층을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제거하여 
피부에 자극이나 피부 건조증을 유발시킬 가능성
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10]. 
미국의 환경보호단체에서는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성분들에 대하여 피부안전등급을 메겨서 피
부자극 및 유해성을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기도 하다[11]. 일
본의 Kenji Aramaki는 폴리글리세릴 지방산 에
스터의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투명한 에멀젼이 
생성되는 것을 밝혔다. 이 계면활성제는 향이나 
오일을 가용화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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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 독일의 Ljiljana Djekic은 비이온계면활성
제를 베이스로하여 마이크로에멀젼 (micro- 
emulsion)을 형성하는데 보조계면활성제와 오일
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13]. 한국의 I. Y. 
Kim은 식물성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3상성분계
에서 투명한 microemulsion zone이 형성과 피부
모사체를 형성하는 계면활성제를 합성하여 다양
한 화장료에 응용한 보고가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식물성 폴리글리세릴-10몰에 
식물성올레인산과 이소스테아린산이 혼합된 지방
산을 에스터 결합시켜 혼합계면활성제를 합성하
였고, 이에 대한 물성 및 성능 평가, 가용화와 유
화의 원리와 메커니즘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보고한다. 식물성 소재로 합성된 계면활성제의 
HLB 평가, 토코페릴아세테이트에 대한 가용화력
을 유관측정 및 투과도 측정을 통하여 판정하였
다. 그리고 토코페릴아세테이트의 유화 성능에 대
하여 유화력 평가, 유화입자를 측정하여 평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식물성 가용화제를 
이용한 스킨, 로션, 크림, 에멀젼을 개발하여 화
장품 산업에 유효한 가치와 기술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약은 다음과 같다. 계면활
성제의 합성을 식물성 소재로써 폴리글리세릴-10 
(polyglyceryl-10; 바이오뷰텍, 한국)을 사용하였
고, 올레인산과 이소스테아린산(바이오뷰텍, 한국)
이 4:6으로 자연적으로 혼합된 식물성 원료를 사
용하여 별도의 처리 없이 그대로 합성하는데 사
용하였다. 합성된 원료는 Solubil EWG-1100 (바
이오뷰텍, 한국)로 칭하였다. 토코페릴아세테이트
는 시그마사 원료를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글리세린 (LG, 한국), 1,3-부틸렌글라이콜 
(Oxea사, USA), 1,2-헥산다이올 (바이오뷰텍, 한
국), 에틸헥실글리세린 (바이오뷰텍, 한국), 구연
산 (citric acid), 소듐 시트레이트 (sodium 
citrate), 정제수 (바이오뷰텍, 한국)를 그대로 사
용하였다. 그밖에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원료는 
화장품용 등급의 원료를 별도의 처리 없이 그대
로 사용하였다.

2.2. 기기 및 장치

  본 연구에 사용된 기기는 계면활성제 합성을 
위한 장치로써 진공교반장치, 온도조절장치가 장
착된 반응조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가용
화 실험을 위하여 호모믹서(HY-0001A, 한양기
계, 한국), 디스퍼믹서 (한성기계, 한국), 아지테이
터(AG1, 우원기계, 한국), 울트라소니케이터 
(KSU-80, 한국코프로텍, 한국)를 사용하였다. 가
용화된 물질의 투명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UV분
광광도계 (LAMBDA-365, (주)신코, 한국), 유화 
입자 분석을 위하여 광학현미경 (Olympus, 일본)
를 사용하였다.

Fig. 1. Preparing method of Solubil EWG-1100 
natural surfactant.

2.3. 실험방법

  2.3.1. 식물성 계면활성제의 합성
  식물성 계면활성제인 Solubil EWG-1100을 합
성하기 위한 방법을 Fig. 1에 도시하였다. 식물성 
계면활성제임을 고려하여 촉매제를 선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실험하였다. 우선 폴리글릴세릴
-10몰을 180~250℃로 진공상태에서 가온하여 
식물성 지방산은 이소스테아린산과 올레인산이 
자연적으로 6:4로 혼합된 성분을 폴리글릴세릴
-10과의 몰비가 1:1이되도록 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반응은 알칼리성 pH 9.8~11 범위가 되도록 
맞춘 다음 180~250℃범위에서 4시간동안 반응하
여 합성하였다. 반응확인은 TLC(thin layer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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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시키기 위하여 2시간동안 추가로 반응시
켜 합성을 완료하였다. 합성이 완료되었는가를 확
인하는 방법은 가용화실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2.3.2. HLB 측정실험법
  HLB (Hydrphilic lipophilic balance)값은 계면
활성력을 평가하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가용화 
용도로 개발된 계면활성제는 Griffin 식에 의하여 
HLB값을 측정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와 같
이 나타내었다[14,15]. 우선 (1)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친수기의 분자량 (molecular weight)을 친
수기와 친유기를 모두 더한 총분자량 (total 
molecular weight)으로 나누어 HLB백분율로 계
산한다. HLB값은 (2)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HLB백분율에 대하여 5로 나누면 HLB값을 구할 
수 있다. 

  또한, HLB 표준시료를 사용하여 가용화력을 
실험하여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 합
성한 계면활성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하여 표
준시료와 비교하여 가용화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름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iffin식에서 
알려진 이론 값을 계산하였고, 실제 오일을 선택
하여 이에 대한 가용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2.3.3. 가용화력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 합성된 Solubil EWG-1100의 가
용화력을 실험하기 위하여 토코페릴아세테이트를 
각각 0.1 wt%를 가용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면
활성제의 농도를 증가시켜가며 투명하게 용해되
는지를 측정하였다. 이것을 유관으로 판정하였고, 
또한 UV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시료의 투과도를 
측정하여 투명도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2.3.4. 유화력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 합성된 Solubil EWG-1100의 유
화력을 실험하기 위하여 토코페릴아세테이트를 
10 wt%를 고정해 놓고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증
가시켜가며 투명하게 용해되는지를 측정하였다. 
또한 Solubil EWG-1100의 농도를 1 %로 고정
하고 토코페릴아세테이트를 30 %까지 증가하여 
유화시켰을 때의 유화 및 입자상태를 측정하였다.  

이것을 유관판정과 현미경 입자측정을 통하여 유
화력을 판정하였다. 

  2.3.5. pH변화에 따른 가용화력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 합성된 계면활성제 (Solubil 
EWG-1100)의 가용화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 중
에서 pH 조건에 따른 효과를 관찰하였다. pH의 
조건은 산성영역, 중성영역, 알칼리성의 영역에서
도 시료가 투명한 가용화력을 보이는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pH조절은 시트릭애씨드와 소듐시트
레이트를 사용하여 조정하여 실험하였다. 가용화
력의 투명도는 650 nm에서 투과도 측정을 통하
여 판정하였다. 

2.4. UV분광광도계를 사용한 투명도 평가방법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시료의 투명도를 측
정하는 방법은 유관 판별법과 UV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UV분광광도계를 사용한 투
명도의 측정 조건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1 cm인 
셀에 시료를 넣은 후, 기포를 제거하기 위하여 
30초간 소니케이션 시킨 다음 가시광선 영역인 
650 nm에서 투과도를 측정하여 판정하였다[16].

2.5. 계면활성제의 응용 처방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보
습스킨토너와 보습주름개선하이드로겔 처방을 개
발하였다. 베르가못오일과 토코페릴에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하여 모든 구성성분이 EWG그린 등
급에 포함되는 몇가지의 응용처방을 개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계면활성제의 분자구조 및 특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폴리글리세릴계의 천연계
면활성제 (Solubil EWG-1100)는 폴리글리세릴
-10몰의 친수성 헤드그룹을 가진 저자극성의 식
물성 보습제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식물성 지방
산을 결합하여 합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합성된 
계면활성제는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이 원료의 외관은 엷은 노란색의 페이스트이
고,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었다. 분자모식도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수기와 친유기가 결
합되어 있는 구조로 완전반응시켜 지방산 잔분이 
남지 않도록 높은 순도로 합성하였다. 폴리글리세
릴-10이소스테아릭액시드와 폴리글리세릴-10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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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Pictures of Solubil EWG-1100: INCI name is polyglyceryl-10 isostearate and 
             polyglyceryl-10 oleate mixtures.

      Fig. 3. Molecular structures of Solubil EWG-1100: INCI is polyglyceryl-10 isostearate
             and polyglyceryl-10 oleate mixtures.

리에이트의 분자구조이며, 이것을 사용하여 마이
셀(micelle)이 잘 형성될 수 있어 가용화력을 가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소스테아린산은 직쇄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올레인산은 9번탄소에 이중결
합으로 이루어져 약간 굽어진 상태로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HLB는 1에서 20까지만 적용
되는 이론이며,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HLB값에 따라 작용과 기능이 다양하고 적용 분
야가 다를 수 있다. 참고로 SLS나 SLES 등의 20
이상은 HLB이론에 해당되지 않는다. [17]
HLB가 낮은 0~3은 소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
으며, 3~7은 W/O (water-in-oil) 유화기능이 있
는 계면활성제에 속하고, 7~11은 분산제로 사용
한다. 또한 HLB가 12~20은 O/W 
(oil-in-water)유화기능이 있으며, 이 중에서 
12~15는 세척제 (detergent), 15~20은 가용화제 
(solubilizing agent)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기능을 알고 있으면 콜로이드 계면화학을 이
용한 물질의 상거동 (phase behavior)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HLB 이론
은 통상 폴리에틸렌글라이콜을 부가하여 얻어진 
계면활성제들에 적당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고, 식
물성계면활성제, 바이오계면활성제가 개발되면서 
유화력과 가용화력을 동시에 발휘하는 자연지향

적 원료소재들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호응을 얻
고 있기도 하다. [18~20]

3.3. HLB (hydrophilic lipophilic balance) 

값 측정

  본 연구에서 합성된 식물성 계면활성제인 
Solubil EWG-1100은 두 종류의 계면활성제가 
혼합물로 존재하게 하였다. 이 것은 폴리글리세릴
-10이소스테아레이트가 60 %, 폴리글리세릴-10
올리에이트가 40 %함유되어 있다. 친수기/친유기
의 균형 HLB 값 (hydrophilic lipophilic 
balance)값을 알아보기 위하여, 2.3.2에서 제시한 
수식에 맞춘 독일의 Griffin식을 기초로 하여 계
산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기 쉽게 나타내었다.

  우선 친수성기를 가진 폴리글리세릴-10의 분
자량은 약 895 g/mol이다. 또한 이소스테아린산
(C18H36O2)의 분자량은 284.5 g/mol이다. 올레



6   김인영․배보현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898 -

          Table 1. Function and Behavior of Surfactant depend on the HLB Value

인산(C18H34O2)의 분자량은 282.5 g/mol이다. 
두 성분의 혼합비율에 대하여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284.288 g/mol가 된다. Solubil EWG-1100
의 총분자량은 1179.288 g/mol이다. 이 값을 가
지고 Griffin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HLB 값은 
약 15.18이 된다. 따라서 Solubil EWG-1100의 
HLB값은 약 15.18임을 알 수 있었다. 통상 계면
활성제의 HLB값이 14~18의 범위에 있을 때 충
분한 가용화력을 가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이 계면활성제는 충분한 가용화력이 있을 
것으로 고찰할 수 있다. 본 저자는 이 식물계면
활성제가 EO계의 계면활성력 보다는 친수부에 
-OH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부 보습력
이 우수하며, 식물성지방산이 결합되어 유연효과
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피부에 안전하다는 것
에 특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 Solubil EWG-1100의 가용화메커니즘 

  Solubil EWG-1100을 물에 용해하였을 때 가
용화적 마이셀 (micelle)이 생성되며 이것을 알기 

쉽도록 Fig. 4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마이셀이 
생성된 구조도이며, 이 내부에 천연토코페릴아세
테이트가 흡착되어 투명한 에멀젼이 생성되는 것
을 의미한다. 물(H2O)은 친수그룹의 -OH기와 
수소결합하여 가용화력을 높여주며, 물과의 혼화
성을 좋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가용화 이론을 
메커니즘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불용
성의 오일 토코페릴아세테이트가 Solubil 
EWG-1100과 미세한 마이셀 내부에 잘 포집되
어 이것이 물에 분산시켰을 때 파인한 에멀젼으
로 안정하게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고찰하였다. 계
면활성제를 친수그룹과 친유 그룹으로 나누어 임
계미셀농도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이상에서 마이셀로 자기조직체가 형성되었으며, 
이 때 토코페릴아세테이트가 Solubil EWG-1100
의 친유 그룹에 잘 흡착되어 안정한 마이셀이 형
성됨으로 가용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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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Solubilizing mechanism of tocopheryl acetate using Solubil EWG-1100 natural 
              surfactant by packing lipophilic area into surfactant.

Table 2. Solubilizing Action in order to dissolve 0.1 % Tocopheryl acetate depend on increasing 
Solubil EWG-1100 Natural Surfactant with 3 % Ethanol

Ingredient Name
Formulas (wt%)

Remark
F-1 F-2 F-3 F-4 F-5

Solubil EWG-1100 0.2 0.3 0.5 0.7 1.0 Solubilizer
2,3-Butanediol 7.0 7.0 7.0 7.0 7.0 Humectant
Tocopheryl acetate 0.1 0.1 0.1 0.1 0.1 Emollient
Ethanol 3.0 3.0 3.0 3.0 3.0 Solvent
Water 89.7 89.6 89.4 89.2 88.9 Solvent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Results X ∆ ◯ ◯ ◯

 X : White, ∆ : Semi-transparent, ◯ : Transparent

3.5. 토코페릴아세테이트의 가용화 실험결과

  3.5.1. 에탄올을 보조 용매로 사용한 경우 가용
화력

  토코페릴아세테이트에 대하여 가용화력을 측정
하기 위하여 Table 2의 처방으로 실험하여 그 결
과와 함께 나타내었다. 토코페릴아세테이트를 0.1 
%, ethanol 3 %로 고정하고, Solubil EWG- 
1100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수용액화 하였을 때 
투명하게 가용화되는가를 측정한 결과이다.
  유관판별은 가용화 입자가 현탁이 심하면 X, 
반투명 상태이면 ∆, 완전 투명한 상태이면 ◯로 
표기하여 구별하기 쉽도록 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의 토코페릴아세테이트에 
대하여 계면활성제가 0.2 %에서는 현탁되는 현
상으로 가용화되지 않았다. 0.3 %에서는 반투명
하게 변화되어 가용화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0.5%이상에서
는 투명한 상태를 보여 가용화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Fig. 5의 사진으로 나
타내었다.

Fig. 5. Picture of solubilizing power of 
tocopheryl acetate using Solubil 
EWG-1100 natural surfactant with 3 
% ethanol by packing lipophilic area 
into surfactant; Solubil EWG-1100 
usage (F-1: 0.2 %, F-2: 0.3 %, F-3: 
0.5 %, F-4: 0.7 %, F-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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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Name
Formulas (wt%)

Remark
F-6 F-7 F-8 F-9 F-10

Solubil EWG-1100 0.2 0.3 0.5 0.7 1.0 Solubilizer
2,3-Butanediol 7.0 7.0 7.0 7.0 7.0 Humectant
Tocopheryl acetate 0.1 0.1 0.1 0.1 0.1 Emollient
Ethanol - - - - - Solvent
Water 92.7 92.6 92.4 92.2 91.9 Solvent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Results X ∆ ∆ ◯ ◯

X : White, ∆ : Semi-transparent, ◯ : Transparent.

Table 3. Solubilizing Action in order to dissolve 0.1 % Tocopheryl Acetate depend on 

increasing Solubil EWG-1100 Natural Surfactant without Ethanol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0.2 %(F-1), 0.3 
%(F-2)의 낮은 농도에서는 가용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0.5 %(F-3), 0.7 %(F-4), 
1 %(F-5)의 범위에서는 투명한 가용화가 잘 일
어났음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
용화제와 함께 에탄올을 사용할 경우에서 가용화
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3.5.2. 에탄올을 보조 용매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용화력
  토코페릴아세테이트의 가용화력을 에탄올을 함
유하지 않고, Solubil EWG-1100만을 사용하여 
가용화력을 Table 3의 처방에 결과와 함께 나타
내었다. 토코페릴아세테이트를 0.1 %로 고정하
고, Solubil EWG-1100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수용액화하였을 때 투명하게 가용화되는가를 측
정한 결과이다. 
  유관판별은 가용화 입자가 현탁이 심하면 X, 
반투명 상태이면 ∆, 완전 투명한 상태이면 ◯로 
표기하여 구별하기 쉽도록 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 %의 토코페릴아세테이트에 
대하여 계면활성제가 0.2 %에서는 현탁되는 현
상으로 가용화되지 않았다. 0.3 %, 0.5 %에서는 
반투명상으로 가용화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반면 0.7 %, 1 %에서는 투명한 
상태를 보여 가용화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Fig. 6의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 %의 토코페릴
아세테이트에 대하여 F-6과 F-7은 현탁상, F-8
은 아주 미세하게 현탁이 보여서 가용화력이 충
분하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F-9, 
F-10은 투명한 상태의 사진으로 가용화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 Picture of solubilizing power of 
tocopheryl acetate using Solubil 
EWG-1100 natural surfactant without 
ethanol by packing lipophilic area into 
surfactant; Solubil EWG-1100 usage 
(F-6: 0.2 %, F-7: 0.3 %, F-8: 0.5 %, 
F-9: 0.7 %, F-10: 1 %).

3.6. pH변화에 따른 가용화력 시험결과

  Solubil EWG-1100의 pH 변화에 따른 가용화 
성능을 실험한 결과이다. pH조건은 pH=3.2의 
산성영역, pH=7.0의 중성영역, pH=11.8의 알칼
리성영역에서 가용화력을 실험하였다. pH조절은 
시트릭애씨드와 소듐시트레이트로 조절하였다. 가
용화성능은 UV분광광도계 가시광선 영역인 650 
nm에서 투과도 측정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투과
도는 각각 99.93 %, 99.95 %, 99.91 %로 유사
한 투명한 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산성, 중
성, 알칼리성 영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가용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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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ransmittance of solubilized 0.1 % tocopheryl acetate depend on increasing Solubil 
EWG-1100 content; wavelength: 650 nm, with 3 % ethanol and without ethanol, 

p-value=0.05 vs. control.

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3.7. 투과도 측정에 따른 가용화력 시험결과

  본 연구에서 Solubil EWG-1100의 가용화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Table 2. 3의 처방을 기준으로 
얻어진 결과물을 UV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650 
nm에서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Fig. 7에 나타낸 
그래프와 같이 3 %의 에탄올을 보조용매로 사용
한 Solubil EWG-1100의 농도 0.1 %에서 82.75 
%, 0.2 %에서 94.64 %, 0.3 %시료에서 97.35 
%로 충분한 가용화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0.5 
%에서는 98.97 %, 0.7 %이상에서는 99.21 %의 
투과도로 투명한 가용화가 잘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에탄올을 사용하지 않은 처방인 Solubil 
EWG-1100의 농도 0.1 %에서의 투과도 67.22 
%, 0.2 %에서 87.02 %, 0.3 %에서 92.25 %로 
충분한 가용화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0.5 %에
서는 97.15 %, 0.7 %이상에서는 99.16 %의 투
과도로 투명한 가용화가 잘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Solubil EWG-1100의 계면
활성제는 에탄올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에탄올을 사용하지 않은 처방을 작성할 경우 계
면활성제의 농도를 증가시켜 사용해야 한다고 제
언할 수 있다.

3.8. Solubil EWG-1100의 유화성능 실험결과

  3.8.1. 천연계면활성제의 농도변화에 따른 
        유화력 평가
  Solubil EWG-1100 계면활성제에 대하여 농도
변화에 따른 유화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10%의 
토코페릴아세테이트 농도로 고정하고, Solubil 
EWG-1100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유화반응을 
시켰을 때 유화성능을 측정하였다. 유화는 80℃
에서 호모믹서로 4,000 rpm으로 3분간 교반하고 
그대로 냉각하여 얻어진 것을 현미경으로 입자모
양과 크기를 관찰하였다. 이것을 Fig. 8에 그래프
와 유화물을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F-11~F-15의 
처방에서 Solubil EWG-1100농도가 증가할수록 
유화입자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Solubil 
EWG-1100가 0.2 %의 낮은 농도에서는 12.8 
mm, 0.5 %에서는 9.6 mm, 1 %에서는 5.4 
mm, 2 %에서는 2.5 mm로 유화입자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화물의 외관상태를 보
면 입자가 작아질수록 유화표면에 광택이 있었으
며, 입자의 밀도가 아주 미세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0 %의 토코페릴아세테이트를 유화
하는데 적당한 계면활성제의 농도는 1 %정도로
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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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article size of emulsifying action depend on Solubil EWG-1100 concentration for 10 % 
tocopheryl acetate (left); appearance of emulsifying power to make a tocopheryl acetate 
cream (right).

Fig. 9. Particle size of emulsifying emulsion depend on tocopheryl acetate concentration for 1 % 
Solubil EWG-1100 (left); appearance of emulsifying emulsion to make a tocopheryl 
acetate emulsifying action (right).

  3.8.2. 토코페릴아세테이트의 농도변화에 따른 
유화력 평가

  Solubil EWG-1100 계면활성제농도를 고정시
키고, 토코페릴아세테이트의 농도변화에 따른 유
화성능을 측정하였다. 유화반응은 80℃에서 호모
믹서로 4,000 rpm으로 3분간 교반하고 그대로 
냉각하여 얻어진 것을 현미경으로 입자모양과 크
기를 관찰하였다. 이것을 Fig. 9에 그래프와 유화
물을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F-16~F-20의 처방에
서 Solubil EWG-1100농도는 1 %로 고정하고, 
토코페릴아세테이트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화입
자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토코페릴아세테
이트가 5 %의 낮은 농도에서는 1.2 mm, 10 %

에서 3.5 mm, 15 %에서 6.3 mm, 20 %에서 
8.2 mm, 30 %에서 9.9 mm로 유화입자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화물의 외관
상태를 보면 토코페릴아세테이트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유화표면에 광택이 떨어지고, 거칠게 보였
다. 이는 Solubil EWG-1100 1 %로 고정했을 
때 토코페릴아세테이트의 농도는 10 %에서 15 
%의 범위가 가장 좋았으며, 만약 그 이상의 농도
를 유화하고자 할 경우 계면활성제가 1 %이상 
필요하다는 것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3.9. 유화입자 관찰

  F-11~F-15의 처방에서 토코페릴아세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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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mulsifying droplets  both various tocopheryl acetate emulsification and increasing Solubil 
EWG-1100 content observed by microscopic analysis; (F-11) 0.2 %, (F-12) 0.3 %, 
(F-13) 0.5 %, (F-14) 0.7 %, (F-15) 1 % increased Solubil EWG-1100 content with 
fixed 10% tocopheryl acetate content; fixed 1 % Solubil EWG-1100 content with 
increased tocopheryl acetate content such as (F-16) 5 %, (F-17) 10 %, (F-18) 15 %, 

(F-19) 20 %, (F-20) 30 %.

농도를 10 %로 고정하고, Solubil EWG-1100의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유화성능과 F-16~F20의 
처방에서 Solubil EWG-1100의 계면활성제농도
를 1 %로 고정하고, 토코페릴아세테이트를 5~30 
%로 증가시켰을 때의 유화성능을 관찰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F-11~F-15의 입자 사진
을 보면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될수록 유화입
경이 작아지는 현상을 알 수 있으며, 입경분포는 
8.7 mm에서 2.5 mm로 점점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유화력이 커져서 입자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F-16~F-20의 입자사진을 보면 토
코페릴아세테이트의 농도가 증가되는 경우 1.2 
mm에서 9.9 mm로 유화입경이 커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이는 토코페릴아세테이트를 고농도로 유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Solubil EWG-1100의 농도도 
함께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폴리글리세릴-10에 -OH기가 다량 
결합되어 있어 수소결합이 잘 이루어 진다고 해
석되며, 토코페릴아세테이트가 마이셀의 친유성 
부분에 잘 흡착되어우수한 가용화력과 동시에 우
수한 유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4. 결 론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합
성하여 가용화력과 유화력을 가진 원료소재를 발
굴하는데 목표를 두어 수행된 연구이다. 우수한 
계면활성능을 갖도록 하기위하여 고순도의 폴리
글리세릴-10 올리에이트와 폴리글리세릴-10이소
스테아레이트가 혼합된 계면활성인 Solubil 
EWG-1100을 합성하여 아래와 같은 실험결과를 
얻었다. 
  첫째: 이 원료의 외관은 엷은 노란색의 페이스
트이고, 특이한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었으며, 
비중은 1.12, 산가는 0.085로 나타났다.
  둘째: 이 Solubil EWG-1100이 어떻게 하여 
가용화력을 가지는가를 메커니즘적으로 해석하였
으며, Griffin식을 통하여 계산한 HLB값은 약
15.18이었다. 이것은 동일한 HLB를 가진 표준품
과 가용화성능을 비교한 결과 유사한 가용화력을 
가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0.1 %의 토코페릴아세테이트를 가용화하
는데 필요한 계면활성제의 농도는 3 %의 에탄올
을 보조용매로 사용하는 경우는 0.5 %의 Solubil 
EWG-1100로 약 5 배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에탄올을 보조용매로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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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는 0.7 %의 Solubil EWG-1100로 약 7 
배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UV분광광도계 가시광선영역인 650 nm
에서 측정한 투과도는 0.5 %의 Solubil EWG- 
1100이상에서 99.12 %이상의 투과율을 나타냄으
로써 우수한 가용화력을 보였다.
  다섯째: Solubil EWG-1100의 pH조건에 따른 
가용화력은 pH=3.2의 산성영역, pH=7.0의 중성
영역, pH=11.8의 알칼리성영역에서도 안정화된 
가용화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10 %의 토코페릴아세테이트를 유화하
는데 필요한 Solubil EWG-1100의 농도는 1 %
가 적당하였다.
  일곱째: 유화입경은 8.7 mm에서 2.5 mm의 
범위이었고,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작
은 입자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식물성 가용화제로 개
발된 Solubil EWG-1100은 우수한 식물성계면활
성제로써 피부에 민감한 마스크시트용 제품, 아토
피피부용 제품, 피부건조증, 알러지 피부 및 지루
성피부염, 헤어케어 등의 가용화 제품과 스킨케
어, 엠플에센스, 특수 제형 등의 유화제품에도 폭
넓게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소재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에 수출이 가능
한 원료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SO GMP시설에
서 원료소재화 되고 있어 다양분야로 확대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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