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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leansing foam이라 불리는 지방산 칼륨 cream soap은 crystal gel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유화계와는 

달리 전단응력에 약하며 고온의 보관조건에서 쉽게 분리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Crystal gel 구조는 지방산의 

종류 및 비율, 중화도, polyol의 종류와 사용량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Crystal gel 구조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water/potassium hydroxide (KOH)/fatty acid ternary system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측정 결과 myristic acid (MA) : stearic acid (SA) = 3 : 1 비율에서 

공융점(eutectic point)를 갖고 이 혼합비가 가장 안전한 삼성분계(ternary system)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점도 측정과 편광현미경 (POM) 관찰 결과 중화도는 75% 부근이 최적이라고 판단된다. 삼성분계의 melting 

point (Tm)이 보관온도보다 높을 때, 그리고 crystal phase가 lamellar gel phase로 상 전이가 일어날 때 안정하나 

지방산 함량의 증가는 안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삼성분계에 polyol의 첨가는 Tm을 변화시키고 상 

전이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클렌징폼의 구조는 저온 주사전자현미경 (Cryo-SEM), 소각 및 광각 

X-선 산란 (SAXS, WAXS) 분석으로 규명하였다. Butylene glycol (BG), propylene glycol (PG), dipropylene 

glycol (DPG)은 Tm을 낮추어주며 lamellar gel phase 형성을 어렵게 하는 반면 glycerin, PEG-400, sorbitol은 

Tm을 상승시키고 lamellar gel phase 형성을 용이하게 하며 안정한 삼성분계를 만든다. 

Abstract: The potassium cream soap with fatty acid called cleaning foam has a crystal gel structure, and unlike an emulsion 

system, it is weak to shear stress and shows characteristics that are easily separated under high temperature storage 

conditions. The crystal gel structure of cleansing foams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nature and proportion of fatty 

acids, degree of neutralization, and the nature and proportion of polyol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se parameters 

on the crystal gel structure, a ternary system consisting of water/KOH/fatty acid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investigation of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revealed that the eutectic point was found at the ratio of myristic 

acid (MA) : stearic acid (SA) = 3 : 1 and ternary systems were the most stable at the eutectic point. However, the increase 

in fatty acid content had little effect on stability. On the basis of viscosity and polarized optical microscopy (POM) 

measurements, the optimum degree of neutralization was found to be about 75%. The system was stable when the melting 

point (Tm) of the ternary system was higher than the storage temperature and the crystal phase was transferred to lamellar 

gel phase, but the increase in fatty acid content had little effect on stability. The addition of polyols to the ternary system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hanging the Tm and causing phase transition. The structure of the cleansing foams were 

confirmed through cryogenic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Cryo-SEM), small and wide angle X-ray scattering (SA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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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AXS) analysis. Since butylene glycol (BG), propylene glycol (PG), and dipropylene glycol (DPG) lowered the 

Tm and hindered the lamellar gel formation, they were unsuitable for the formation of stable cleansing foam. In contrast, 

glycerin, PEG-400, and sorbitol increased the Tm, and facilitated the formation of lamellar gel phase, which led to a 

stable ternary system. Glycerin was found to be the most optimal agent to prepare a cleansing foam with enhanced stability.  

Keywords: fatty acid potassium cream soaps, crystal gel structure, eutectic point, DSC, Cryo-SEM, SAXS, WAXS

1. 서  론 

Cleansing foam이라 불리는 fatty acid potassium cream 

soap은 지방산(stearic acid, palmitic acid, myristic acid, lauric 

acid)과 중화제로 KOH, polyols (glycerin, PEG-400, BG, 

DPG 등), 비이온성(nonionic)과 이온성 계면활성제(ionic 

surfactant) 등으로 이루어진 세안제(facial cleanser)로 화장

품의 중요한 세안제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1960년대에 처

음 개발되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는 크림형태

(cream type)외 gel, 거품 형태등 제형의 변화가 다양해지고 

있다[1].

Cleansing foam은 비누가 갖고 있는 우수한 세정력 및 

기포력, 그리고 다량 함유된 보습제에 의한 피부 보호기능

을 갖고 있는 얼굴 전용의 제품으로 크림 상태로 되어 있

어 단단한 화장비누(soap bar)에 비해 풍부한 거품을 얻기 

쉬운 장점을 갖고 있다.

Cleansing foam의 처방은 여러 가지 지방산의 혼합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혼합비에 따라 거품의 상태(거품량 및 크기, 

탄성, 지속성, 세정력 등), 물성 및 안정성이 달라진다. 또한 

중화도에 따라 이들의 성질이 달라진다. 그러나 단순히 지

방산과 KOH만으로 안정한 cream soap을 얻기 힘들고 물성 

조절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polyol 및 비이온성 또는 음이

온성 계면활성제(anionic surfactant)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Cleansing foam은 crystal gel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유화

계와는 달리 전단응력(shear stress)에 약하며 고온의 보관

조건에서 쉽게 분리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Crystal gel 구조

의 상태에 따라 물성변화 및 안정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어 왔지만[2-4] 지방산의 혼합비, 중화도, polyol이 crystal 

gel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미흡하다. 

정제수(water)/KOH/fatty acid 삼성분계(ternary system)에

서 지방산의 혼합비, 중화도, 여러 종류의 polyol에 따라 

crystal gel 구조의 상거동을 DSC의 측정으로 알고자 하였

다. DSC은 유화제품등의 상거동(phase behaviour) 연구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5-7], 여러 가지 요인

들에 의해 달라지는 결정구조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기기

라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지방산으로 stearic acid (SA, 98%, Acid chem, Malaysia)

와 myristic acid (MA, 98%, Acid chem, Malaysia)가 사용되

었으며 산가(acid value)는 각각 196, 245이며 Tm은 각각 70 

℃, 55 ℃이다. 중화제로 KOH (91.5%, Unid, Korea) 사용되

었고 polyol로 glycerin (98%, Emery, Malaysia), PEG-400 

(Sanyo chemical, Japan), sorbitol (70.4%, LG H&H, Korea)이 

사용되었다.

2.2. 시료 제조

공융점(eutectic point) 측정을 위한 시료들은 SA와 MA를 

중량비율로 혼합 후 75 ℃로 가열하여 완전히 용해하였으

며 disper mixer로 교반하면서 고체상태가 될 때까지 매우 

서서히 냉각하였다. Water/KOH/fatty acid 삼성분계는 수상

(water phase) (water+KOH)와 지방산상(fatty acid phase) (SA 

+ MA)로 나누어 평량 후 각각 75 ℃로 가열 및 용해한 다

음 water phase를 fatty acid phase에 주입 후 온도계로 서서

히 저어주면서 중화시켰다. 중화 후 homomixer (Primix, 

Japan)로 2,400 rpm, 3 min 동안 교반 후 30 ℃로 냉각하였

다. Polyol 첨가실험을 위한 시료 제조시 polyol을 fatty acid 

phase에 주입하였고 주입된 양만큼 water량을 감소시켰다.

2.3.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측정

DSC (multi-cell, TA instrument, USA)를 이용하여 melting 

point, △H를 측정하였으며 이때 측정범위를 0  ∼ 100 ℃

로 하였고 heating rate는 2 ℃/min로 하였다.

2.4. 편광 현미경 관찰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편광현미경(BX 53, Olympus, 



지방산 칼륨 Cream Soaps의 상거동 연구

J. Soc. Cosmet. Sci. Korea, Vol. 48, No. 1, 2022

57

Japan)을 사용하였다. 시료를 소량 취하여 슬라이드 글라스

에 로딩한 후 커버 글라스를 덮어 현미경 관찰하였다.

2.5. 삼성분계(Ternary System)의 안정성 실험

고온 안정성 평가를 위해 25 ℃, 37 ℃의 항온조에 각각 

보관 후 DSC로 Tm 및 △H 변화를 측정하였고 cycle testing

은 -15 ℃에서 12 h, 37 ℃에서 12 h 동안 보관을 1 회로 

하며 7 회 반복 후 DSC로 측정하였다.

2.6. Cryogenic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Cryo-SEM)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Cryo-SEM (Quanta 3D FEG, FEI, Netherlands)를 측정하였

다. -190 ℃에서 시료를 동결한 후 커터를 이용하여 얇게 

잘라낸다. 10 mA에서 120 s 동안  Pt 코팅하여 2 kV에서 

관찰하였다.

2.7. SAXS측정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포항가속기연구소(PAL)에서 X-선 

산란 분석(SAXS, 4C 빔라인, Korea)을 측정하였다[8]. 3 

GeV의 에너지를 가진 광원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진행되었

고, PLS Ⅱ 저장링의 In-Vacuum Undulator 20(IVU20, 길이: 

1.4 m, 주기: 20 mm)으로부터 오는 광은 로듐으로 코팅된 

거울에 모이며 Si (111) Do uble Crystal Mo no chro mator 

(DCM)에 의해 단색화되어 0.734 Å의 파장을 갖는 빔을 만

든다. 샘플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소각 X-선 산란(SAXS)

은 1 m, 광각 X-선 산란(WAXS)는 20 cm 조건이며, 산란

벡터 (q = (4π/λ) · sinθ)의 범위는 0.30 nm-1 < q < 6.85 nm-1

이다. 2θ는 산란각, λ는 X선 파장 값이고 산란각은 실버베

헤네이트로 검정하였다. 샘플은 polyamide 필름 사이에 로

딩하여 약 30 s 동안 측정하였고, 반원 방향으로 평준화 및 

투과된 빛으로 정규화하고 하여 데이터를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3.1. Phase Diagram for Potassium Palmitate

Fatty acid potassium soap + water system에서 soap의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는 micellar solution → hexagonal 

phase → lamellar phase로 변화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왔

다[9]. Hexagonal 및 lamellar phase는 열역학적으로 매우 안

정하나 Tm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cleansing foam을 제조하기가 어렵다[4].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cleansing foam은 hexagonal phase가 만들어지는 

농도 이하에서 만들어진다.

Figure 1은 potassium palmitate의 농도에 따른 평형도

(phase diagram)으로 22 wt% 농도 이상에서 micellar solution

이 hexagonal phase로 변화하며 Tc (phase transition temperature) 

이하에서는 coagel과 gel이 공존한다고 한다[2].

Cleansing foam은 Figure 1의 A 영역에서 만들어지며 보

관온도가 Tc보다 높을 경우 crystal phase가 micellar solution

으로 상 전이가 일어난다. 보관온도가 Tc보다 낮을 경우 

경시변화에 대한 안정성은 결정구조의 상태에 따라 달라

진다. 따라서 cleansing foam의 안정성은 Tc 및 결정구조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3.2. Eutectic Point Measurement

Cleansing foam의 처방구성시 Krafft point, 적절한 경도 

유지, 기포품질(foam quality) 등의 이유로 SA와 MA의 혼

합사용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러나 cleansing foam에서 이

들의 혼합비에 따라 결정구조가 달라 질 수 있고 안정성도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 혼합비에 

대한 연구에 대해 아직까지 보고된 사례가 없다. Pin Zhao 

등은 lauric acid-myristic acid, lauric acid-stearic acid, myristic 

acid-stearic acid, stearic acid-palmitic acid들의 혼합계에 대

해 각각 공융점을 측정하였다[10,11].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myristic acid (MA) : stearic acid (SA) = 75 : 25 (3 : 

1 비율)일 때 공융점(eutectic point)를 갖는다고 한다. 공융

점에서 최저점의 Tm를 갖으며 이때 super-lattice 구조를 만

들고 Tm 이하에서 결정들은 하나의 화합물처럼 균일한 혼

Figure 1. Phase diagram of potassium palmitate + 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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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상태를 갖는다. 따라서 공융점에서의 SA와 MA의 혼합

비를 cleansing foam에 적용시에도 가장 안정한 결정구조를 

만들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Figure 2는 MA+SA mixture의 Tm를 DSC에 의해 측정한 

결과이며 P. Zhao 등의 결과와 유사하게 MA : SA = 3 : 1 

부근에서 공융점을 보여준다. 

3.3. Ternary System에서 MA+SA 혼합비에 따른 △H 변화

Water/KOH/fatty acid ternary system에서 MA : SA의 혼

합비율을 달리하여 37 ℃에서 2 주 동안 보관 전후의 △H

를 DSC로 측정하였다(Figure 3). 이 실험에서 지방산의 전

체함량을 24%로 일정하게 하고 중화도는 모두 75%로 같

게 하였으며 MA와 SA의 비율만 변화시켜 cleansing foam

에서 공융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Figure 3의 A와 B를 비교 시 C의 시료, 즉 MA : SA = 3 : 

1일 때 △H의 변화가 가장 적음을 알수 있고 3:1 비율에서 

멀어질수록 △H의 변화가 커졌다. 또한 Figure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MA : SA = 3 : 1 부근에서 가장 낮은 Tm을 갖

는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cleansing foam에서도 공융

점의 적용이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3.4. Ternary System에서 중화도에 따른 물성변화

Cleansing foam에서 중화도는 안정성(stability), 경도 및 

foam quality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중화도가 낮아지면 

경도가 높아지고 고온에서의 안정성이 상승하는 반면 foam 

quality는 떨어진다. 반대로 중화도가 높아지면 경도가 낮

아지고 고온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중화도가 높아지면 Tm는 다소 떨어지며 △H는 급격히 

감소한다(Figure 4). 중화도가 증가하면 유리지방산(free 

fatty acid)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75% 중화도에서 점도 변화의 전이점(transition point)

이 존재한다(Figure 5). 중화도가 75% 이상시 크림상의 

cleansing foam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짐을 알 수 있고 중화

도가 높아질수록 결정구조의 양이 급속히 감소됨을 편광

현미경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Figure 6).

Figure 3. DSC heating curves of water/KOH/fatty acid ternary systems at different ratios of fatty acid (MA+SA) after storage at 25 ℃ 

(A) and 37 ℃ (B) for 2 weeks. The degree of neutralization of all samples is 75%. Heating rate: 2 ℃/min. 

Figure 2. Melting point as a function of stearic acid concentration 

in a binary fatty acid (MA+SA) system. Stearic acid (SA), 

Myristic acid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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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DSC heating curves and (B) Enthalpy and melting point changes of water/KOH/fatty acid ternary systems (MA : SA =

3 : 1) with increasing degree of neutralization. Heating rate: 2 ℃/min.

Figure 5. Viscosity changes of water/KOH/fatty acid ternary systems with increasing degree of neutralization after storage at 25 ℃ for

one week.

Figure 6. POM images of ternary samples with different degrees of neutralization at 2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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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Ternary System에서 지방산 함량의 증가에 따란 

Tm과 △H 변화

MA : SA = 3 : 1, 중화도를 75%로 유지하면서 지방산 

함량을 증가 시켰을 때 Tm은 미미하게 상승하였지만 △H

는 크게 상승하였다(Figure 7). Figure 7에서 F의 시료는 

32%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고 Tm은 41.19 ℃, △H는 30.5 

J/g이었다. 시료를 45 ℃에 보관 시 24 h 내에 모든 시료는 

분리 현상을 보였다. Figure 4의 시료중 F의 Tm은 44.26 ℃, 

△H는 38.69 J/g 이었고 같은 조건에서 F 이외의 시료들도 

분리 현상을 보였다. 

Figure 4와 Figure 7의 결과로 볼 때 고온에서의 안정성

은 Tm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지방산 함량의 증가는 

Tm의 상승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중화도

를 낮추면 Tm이 상승하나 foam quality가 떨어짐으로 바람

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온에서의 안정성과 

enthalpy value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

3.6. Ternary System에서 Polyol의 영향

Water/KOH/fatty acid ternary system에서 polyol의 첨가에 

의한 영향을 실험하였다. Formula A는 KOH : 4.579%, 

water : 71.421%, stearic acid : 6%, myristic acid : 18%로 구

성되어 있으며 formula A의 중화도는 75%, MA : SA = 3 : 

1 비율이며 polyol의 첨가량만큼 water의 양을 감소시켜 시

료를 제조하였다.

Fatty acid potassium soap+water system에서 polyol이 첨가

되면 결정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며 polyol의 종류 및 함량

에 따라 결정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이 알려졌다[12-14]. 

Polyol이 첨가되면 구조가 바뀌어 안정한 계를 만드는데, 

BG, PG, DPG에 비해 glycerin, PEG-400이 lamellar gel을 더 

잘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Formula A에 BG, PG, DPG의 농도를 증가하면서 첨가시 

fatty acid phase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고 어느 농도 이상이 

되면 중화시 크림상이 아닌 투명상을 만들기 때문에 cleansing 

foam에서 사용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Tm을 낮추어 주기 때

문에 본 실험에서 배제하였다. 반면 glycerin, PEG-400, 

sorbitol은 위와 같은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Figure 7. DSC heating curves of water/KOH/fatty acid ternary 

systems with increasing fatty acid concentration (MA : SA = 3 :

1). The degree of neutralization of all samples is 75%. Heating 

rate: 2 ℃/min.

Figure 8. DSC heating curves of formula A (MA+SA 24% w/v, MA : SA = 3 : 1, 75% neutralization) containing different polyols 

20% (w/v) (A) before cycle testing and (B) after cycle testing (-15 ℃ to 37 ℃) for 1 week. DSC heating rate: 2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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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은 formula A에 sorbitol, glycerin, PEG-400을 각

각 20% 첨가 후 -15℃ ~ 37 ℃의 cycle testing 조건에서 1 

주일 후 △H 변화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Tm은 PEG-400 (48.5 ℃) > glycerin (45 ℃) > sorbitol 

(42.33 ℃) 순서로 상승하였고 formula A와 sorbitol의 △H

는 크게 감소한 반면 glycerin, PEG-400의 △H 변화는 크지 

않았다. 또한 45 ℃에서 A, B, C는 전부 분리현상을 보여

주었고 D는 분리현상이 없었다.

Figure 9에서 PEG-400 > glycerin > sorbitol > formula A 

순서로 결정 생성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결정생성량은 

Tm 및 △H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Formula A에 polyol이 첨가되면 결정생성량이 증가하고 결

정상태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Formula A에 PEG-400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cycle 

testing 후 △H 변화를 관찰하였다(Figure 10). PEG-400의 

농도가 증가하면 Tm은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다. A와 

B를 비교 시 PEG-400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H 변화가 

감소함을 알 수 있고, PEG-400이 20%인 E시료만 45 ℃에

서 분리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PEG-400의 농도가 20% 이

상으로 증가하면 중화 시 상 분리가 일어나 크림상을 얻기

가 어렵다. PEG-400의 높은 농도에서 fatty acid soap의 용

해도가 떨어져 이러한 현상을 일으킨다고 생각된다.

Figure 11는 glycerin의 농도가 증가시 Tm과 △H 변화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Glycerin의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H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반면 Tm은 거의 직

선적으로 상승한다. 45 ℃에서의 온도 안정성 시험 결과 

glycerin 농도가 30% (Tm: 48.31 ℃) 이상시 분리현상이 일

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30% 이상이 되면 점차 A와 B를 비

교 시 △H 변화가 커지고 있다. PEG-400 및 glycerin 모두 

적정 농도 이상에서는 오히려 결정구조의 안정성이 떨어

짐을 실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Cleansing foam에서 안정성 향상을 위해 poloyl 중 가장 

Figure 9. POM images of formula A (MA+SA 24% w/v, MA :

SA = 3 : 1, 75% neutralization) samples containing 20% w/v of

different polyols captured at 200× magnification.

Figure 10. DSC heating curves of formula A with the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PEG-400 (A) before cycle testing (25 ℃ storage) 

and (B) after cycle testing (-15 ℃ to 37 ℃) he samples after cycle testing for a week. Heating rate: 2 ℃/min.



노민주ㆍ여혜림ㆍ이지 ㆍ박명삼ㆍ이 배ㆍ윤명석

한화장품학회지, 제48권 제 1 호, 2022

62

많이 사용되는 것이 glycerin이다. Glycerin은 구조에도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glycerin (또는 water) + 

Aerosol OT (dioctyl sodium sulfosuccinate) system 선행연구

가 그 예이다(Figure 12). Lamellar liquid crystal이 형성되며 

glycerin 농도가 증가시 water + Aerosol OT system에 비해 

glycerin + Aerosol OT system의 interlayer spacing (d)이 감

소하는데 그 이유는 물은 Figure 12의 water layer (A)로 들

어가지만 glycerin은 물보다 hydrophobic 하여 Aerosol OT의 

hydrophobic part, 즉 hydrocarbon chains (B) 지역으로 침투

하며 그 결과로 intersection area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15]. 단면적의 증가는 결정 생성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수화된 gel 구조로 바뀌며[14] 열역학적으로 안정

한 구조를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16].  

Glycerin의 영향을 면밀히 알아보기 위하여, formular A

에 glycerin을 첨가하여 구조 분석 및 안정성 실험을 진행

하였다. Figure 13은 Cryo-SEM 이미지로 A는 formula A이

며 polyol이 첨가되지 않았고 B는 formula A에 15wt%의 

glycerin이 함유된 시료이다. Formula A는 층상 결정 구조

Figure 12. Illustration of the lamellar liquid crystalline structure 

of glycerin (or water) + Aerosol OT system. (d) Represents the 

interlayer spacing.

Figure 11. DSC heating curves of formula A with the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glycerin (A) before cycle testing (25 ℃ storage) 

and (B) after cycle testing (-15 ℃ to 37 ℃) the samples for a week. Heating rate: 2 ℃/min.

Figure 13. Cryo-SEM photographs of (A) formula A without 

any polyol and (B) formula A with 15% w/v glyc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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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확히 관찰되었고, glycerin이 들어간 시료에서는 결정

성이 감소된 층상 구조가 관찰되었다. 

Glycerin이 cleansing foam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glycerin 함량을 달리한 시료를 준비하고, 

X-선 산란 분석을 진행하였다(Figure 14). Figure 14A는 

SAXS 데이터이다. 모든 시료에서 0.1 ~ 0.12 Å-1 broad 

peak (A)와 lamellar 구조를 의미하는 1 : 2 : 3 : 4... 비율인 

sharp peak (B)가 나타났다. Sharp peak (B)는 두 개의 

lamellar 구조를 보였다. 첫 번째 q값을 bragg의 식(d = 2π

/q)에 대입하여 lamellar 구조의 층간 거리(d-spacing)를 구하

면 8.6 nm(▽), 4.3 nm(▼)이다. 두 개의 lamellar 구조는 

glycerin 함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화

되지 않은 coagel phase로 보여진다. 이는 fatty acid soap의 

polar head group과 potassium 이온 간의 인력으로 인해 빼

곡하게 패킹된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Broad peak (A)은 

fatty acid soap의 layer 사이에 수화된 lamellar를 갖는 gel 

phase를 나타낸다. glycerin은 acid soap과의 solubility가 크

기 때문에 polar head group과 potassium 이온 간의 인력을 

감소시켜 lamellar gel phase를 유도한다(Figure 15). glycerin

은 fatty acid soap로 침투하기 때문에 intersection area가 증

가하여 d-spacing 값을 감소시킨다.

알킬 사슬 배열에서 오는 reflection은 알킬 사슬의 packing 

lattice는 “Fingerprint reflections”로 알려져 있다[17]. Sub-

cells에 해당하는 short spacing에 대한 정보는 2θ = 19 ~ 25

에서 나타난다고 연구된 바 있다[18]. 이 영역은 │q│ = 

(4π/λ) × (sin2θ/2) 식으로 변환하면, q = 1.1 ~ 1.8 Å-1 영역

에 해당한다. Figure 14B는 WAXS 데이터이다. 1.46 Å-1, 

1.53 Å
-1 큰 두 개의 paek들이 관찰되었고, 이는 water/ 

KOH/fatty acid ternary systems에서 나타나는 short spacing

이다[13]. 이 두 peak들은 글리세린 함량 관계없이 강하게 

관찰되었다.

4. 결  론

Cleansing foam은 crystal gel structure로 되어 있으며 이 

구조에 따라 shear stress에 대한 저항력 및 고온 보관조건

에서의 안정성이 달라진다. Water/KOH/fatty acid ternary 

system에서 crystal gel 구조에 지방산의 혼합비, 중화도, 

polyol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하였다. 지방산을 

혼합 시 eutectic mixture를 만들고 공융점(eutectic point)에

서의 혼합비가 가장 안정한 crystal gel 구조를 만든다. 

Cream soap이라는 제형 특성과 foam quality 측면에서 볼 

때 중화도는 75% 부근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Ternary system의 안정성은 Tm 및 coagel phase의 형성에 

의해 크게 지배를 받고 있으며 지방산 함량 변화에 의한 

Figure 15. Illustration of structural change on the gel phase.

Figure 14. (A) SAXS and (B) WAXS datas of  formula A with 

the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glyc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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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미미하다. Polyol의 첨가는 Tm의 상승과 lamellar gel

로의 상 전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lamellar gel 

형성을 감소시키고 Tm를 낮추는 BG, PG, DPG는 ternary 

system에서의 실험결과와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미루

어 볼 때 cleansing foam에서 이들의 사용은 안정성을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PEG-400, glycerin

은 Tm을 상승시키고 lamellar gel phase 형성에 크게 기여한

다. PEG-400 및 sorbitol은 보관조건보다 높은 Tm을 위한 

농도 범위가 glycerin에 비해 낮기 때문에 cleansing foam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glycerin이 가장 이상적인 polyol이

며 PEG-400, sorbitol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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