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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메이크업 화장품용 분체에 관한 리뷰논문이다. 분체는 피부 결함 은폐, 자외선

차단, 화장 지속성, 피부보호의 역할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기능은 분체의 형태제어, 표면처

리, 캡슐화로 부여된다. 미래의 분체는 환경변화에 응답하는 스마트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메이크업, 분체, 표면처리, 형상제어, 마이크오캡슐.

Abstract : This study is a review paper on powders for makeup cosmetics. They play the

roles of the camouflage of skin defect, UV screening, skin adhesion, makeup sustainability, and

skin protection. This function is endowed on the powders by shape control, surface treatment,

and encapsulation. The future powders are expected to be evolved into the smart model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

Keywords : make-up, powder, surface treatment, shape control, microcapsule.

1. 서 론

화장품에서 립스틱,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와

같은 메이크업 화장품은 분체가 주요 역할을

한다. 메이크업 화장품은 Fig. 1에서와 같이 美,


✝주저자 (E-mail: jsko1@reseat.re.kr)

快, 防의 관점에서 피부의 결점을 숨기고 입술

을 선명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자외선으로부

터 피부를 보호한다. 메이크업 분체는 매끄럼

성, 부착성, 퍼짐성, 피지 흡착성, 광 반사성, 분

산성, 사용감, 투명성, 유효성분 담지성, 보습성,

발수성, 발유성, 자외선 차단성, 광 특정 파장

투과성 등의 요구에 따라 분체의 크기 제어, 형

태 제어, 표면처리, 복합화, 캡슐화, 다공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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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부여한다.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려면

Fig. 2의 요인이 고려되어야한다. 분체의 주성

분인 파운데이션은 Fig. 3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1).

Fig. 1. Functions of makeup cosmetics(1),(2).

Fig. 2. Three elements for beautiful skin(1)(2).

Fig. 3. Composition of powdery foundation(2).

메이크업용 분체는 착색 안료, 펄 안료, 합성

고분자 분체, 체질안료가 있다. 체질안료는 광

굴절률이 낮고 자체로는 착색력과 은폐력은 없

으며 다른 안료의 증량에 쓰이는 백색 안료로

황산바륨, 탄산칼슘 등이 사용되고 있다. 착색

안료의 예로는 이산화티타늄(TiO2), 적색 산화

철(Fe2O3), 황색 산화철(FeOOH), 흑색 산화철

(Fe3O4)이 있다. 이 들 안료를 피부에 균일하고

아름답게 바르려면 체질안료 및 구상 안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체질안료는 마이카 및 탈크

가 있다. 마이카는 판상 분말로 피부에 바르면

매끄러운 감촉을 주고 피부에 적당한 광택을

준다. 탈크는 마이카와 비교하여 광택은 적지만

모스 경도가 가장 낮은 광물로 피부에 바를 때

부드럽고 매끈한 감촉을 준다. 화장품용 분체는

재질면에서 무기물, 저분자 유기물, 고분자, 다

른 재료 사이의 복합분체가 있다(1).

본 연구는 메이크업 화장품용 분체의 종류,

형태제어용 분체, 캡슐, 분체의 표면처리, 광

특성 분체, 나노분체에 관해서 조사한 리뷰논

문이다.

2. 형태 제어용 분체

2.1. 구상분말

구상분말은 파운데이션에 매끄럽고 가벼운

감촉을 주며 재질은 Poly(methyl

methacrylate), 실리콘 수지, 나일론, 실리카 등

이 있다. 직경은 5~15μm이며, 이보다 크면 위

화감이 있고, 감촉이 나쁘다. 5μm 이하이면 분

체의 응집력이 강해져 구상분체 특유의 매끄러

운 감촉이 없어진다. Fig. 4와 Fig. 5의 구형 분

체는 판상 마이카 분체에 비하여 광을 모든 방

향으로 확산하는 효과가 있다. 파운데이션에 구

상분말을 배합하면 모공이나 여드름 흔적 등,

피부의 결점을 은폐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다량

함유되는 경우가 많다(2).

Fig. 4. Nylon microsphere(left). Synthetic

mica platelet(righ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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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flection of light from

microsphere and platelet(2).

2.2. 반구형 실리콘계 다공질 분체

L'oreal Co.에서 개발한 AeropowderⓇ는 실록
산 골격을 갖는 반구형의 고분자 다공체로 가

볍고 매끄러운 감촉을 갖는 분체이다. Fig. 6,

Fig. 7에서 AeropowderⓇ는 반구의 구조이므로

판상 필러로의 부착성도 크고 필러와 결합한

채로 필러의 분산성에도 기여한다. Aeropowder
Ⓡ를 10% 배합하면 동마찰계수를 40% 저하시

킬 수 있다. 또한, 속이 빈 반구체의 구조는 피

지의 흡수 및 유지에 최적이다. AeropowderⓇ
는 탈크보다도 반사광의 산란성이 강하고 구상

필러에 필적하는 소프트 포커스 효과가 있다.

반사광을 적당히 분산, 반사하므로 땀 및 피지

에 의한 번들거림을 장시간 방지할 수 있다.

AeropowderⓇ를 사용한 파운데이션은 가볍고

균일한 퍼짐성과 지속성의 장점이 있다.(3)

Fig. 6. The shape and SEM image of

Aeropowder(3).

Fig. 7. SEM image of Aeropowder-coated

platelet filler(3).

2.3. 반구형 PMMA 분체

반구형 Poly(methyl methacrylate) 분체는 퍼

짐성이 우수하고 매끄러운 감촉으로 화장품에

범용되고 있다. Taito Kasei Co.가 개발한 Fig.

8(좌)의 반구상 PMMA는 매끄러운 감촉과 동

시에 아랫면이 평면이어서 피부 밀착성이 우수

하다. 구상 PMMA는 광을 조사하면 표면에서

광이 확산하는데 비하여 반구상 PMMA는 광이

바닥에서 한번 굴절하여 반대쪽으로 투과한다.

정면에서는 구상과 반구상의 차이가 없지만 45

도의 각도에서 관찰하면 착색된 반구상 PMMA

는 반대측에서의 광을 투과하므로 착색된 구상

PMMA보다 강하게 발색하고 짙게 보인다. 반

구상 PMMA의 특이한 광학특성을 살려서 색소

피복 반구상 PMMA 복합안료를 배합한 화장료

는 입술의 윤곽, 얼굴 라인 등의 부위를 강조하

여 입체감을 부여한다(4).

2.4. 인편상 돌기물을 표면에 갖는 판상 히드

록시아파타이트 분체

히드록시아파타이트[Ca10(PO4)6(OH)2]는 생체

경조직의 주 구성물로서 생체 친화성이 극히

높다. Iwase Cosfa Co.는 가수분해법으로 Fig.

9와 같이 판상 표면에 인편상 돌기물을 형성시

킨 판상 히드록시아파타이트(HAP-SC)를 개발

하였다.

Fig. 8. Hemispheres of PMMA(left) and

inorganic pigment coated

PMMA(right)(4).

Fig. 9. SEM images of platelet HAP and

platelet HAP-S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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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SC는 생체 친화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생체적합성 분체이고 화장 지워짐의 원인인 과

산화지질 및 유지의 선택흡착성이 있어 화장지

속성이 좋으며 분체 표면상에 인편상 돌기물을

형성하여 광 확산 효과에 의한 소프트 포커스

성이 우수하다(5).

2.5. 박편상 PMMA 분체

Kose Co.는 PMMA를 Fig. 10과 같이 필름을

파쇄 하여 두께 2μm, 입경 40μm의 얇고 가로

세로비가 큰 박편상 PMMA분체를 개발하였다.

구상 PMMA분체에 비하여 매끄럽고 피부의 퍼

짐성과 밀착성이 좋다. 자연스런 광택감이 있는

화장막을 지속할 수 있다(6).

2.6. 미세 돌기입자의 피복 박편분체

적색 간섭계 운모 펄 분체의 표면에 황산바

륨의 미세결정을 나노레벨의 소편상으로 형상

제어 하여 피복한 Fig. 11과 같은 Shiseido Co.

의 하이브리드 분체는 황산바륨의 소편이 광의

반사를 여러 각도로 변화시켜 이완된 피부를

밝게 보정하여 젊게 보이게 한다(1).

Fig. 10. SEM image of platelet PMMA

powder(6).

Fig. 11. Mica pearl with minute crystals

of barium sulfate on the surface(1).

2.7. 실리카 나노입자를 피복한 실리콘 

    고무입자

3차원으로 가교한 진구상 PDMS 입자는 매

끄러우며 탄성체 특유의 감촉이 있다. 실리콘

고무입자 내부에 기름 및 활성물질을 내포할

수도 있다. 파운데이션에 배합하면 퍼짐성, 구

름성에 의한 느낌 및 매끄럼성의 부여, 광학적

효과에 의한 번들거림 방지, 주름 및 모공의 은

폐, 피지흡수에 의한 끈적거림의 방지와 화장

지속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응집

성이 문제로 된다. Fig. 12의 Dow Corning Co

의 9701 Cosmetic Powder는 수 미크론의 입경

의 실리콘 고무입자의 표면에 서브 미크론의

실리카 입자를 피복하여 응집성이 없고 유동성,

분산성이 좋고 미세복잡 구조의 표면의 광 확

산성으로 피부의 요철, 모공 및 주름을 은폐시

킨다(7).

Fig. 12. DC9701(silicone elastomer powder

with silica coated on the surface)(7).

2.8. 실리카 나노입자

치아 및 뼈의 주성분이고 생체 친화성이 있

는 히드록시아파타이트[Ca10(PO4)6(OH)2; HAP]

의 고농도 수용액을 CO2 공존 하에서 마이크로

파 가열로 조제하였다. Fig. 13의 입자는 판상

결정이 중심에서 방사상으로 결정이 성장한 꽃

형태의 입자로 피지를 흡착, 고정화할 수 있는

공극을 갖고 있다. HAP 분체는 탈크, 나일론보

다 피지를 더 많이 흡착한다. 꽃 형태의 HAP

분체는 판상결정의 공극에 피지를 함유하므로

피지 흡착 후의 광택도는 올라가지 않고 번들

거림 및 화장붕괴를 방지한다(8).

2.9. 튜브 형태의 탄산마그네슘

Nippon Shikizai Co.가 개발한 Fig. 14의 튜

브상 탄산마그네슘은 색소 배합량이 낮아도 선

명한 발색을 재현할 수 있고, 입술로의 안전성

을 높이는 기능을 발휘한다. 립스틱 중의 오일-

왁스 구조의 붕괴에 크게 기여하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사용감을 부여하면서 1회의 도포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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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발색을 발현시킨다(9).

Fig. 13. Morphologically Controlled

hydroxyapatite powder(8).

Fig. 14. Magnesium carbonate microtube(9).

2.10. 박편상 알루미나

Merck KGaA가 개발한 Fig. 15의 RonaFrair

Shite Sapphire는 16μm 이하 크기의 박편상의

고순도 알루미나이다. 광의 난반사가 적어 광택

이 적당하고 매끄러움성, 투명성, 피부 부착성

이 좋은 체질안료이다(10).

Fig. 15. Alumina flake(10).

3. 캡슐(Capsule)

3.1. TiO2 내포 실리카 마이크로 캡슐 

규산나트륨 수용액을 유기용제에 W/O로 유

화한 액에 침전제로 황산 수용액을 가하면

W/O 액적 계면에서 다공성 진구상 실리카 미

립자가 된다. 실리카 미립자는 퍼짐성, 유동성

이 우수하고 땀, 피지 흡착성이 좋다. 메이크업

화장료의 사용감, 퍼짐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공

성 진구상 실리카 미립자를 사용한다. 진구상

실리카 입자의 미세공에 향료 및 천연 추출물

을 흡착, 함침 하여 방출을 제어할 수 있다.

실리카 마이크로 캡슐의 내부에 안료를 캡슐

화 할 수 있다. 미립자 TiO2를 실리카로 마이크

로 캡슐화하면 사용감 및 안전성 개량, 초미립

자의 재응집 방지 효과가 있다. 미립자 TiO2 내

포 실리카 캡슐은 저 굴절률(n=1.5)의 구상 실

리카 캡슐 내부에 고 굴절률(n=2.6)의 TiO2가

분산한 구조이므로 광 산란으로 주름의 은폐

효과가 있다(11).

3.2. 물의 캡슐화

Fig. 16과 같이 미백제, 폴리올, 물을 흡수한

개질 전분입자를 dimethicone으로 표면처리한

SiO2 및 TiO2로 둘러 싼 입자인 “Water

Powder"가 Amore Pacific Co.에서 개발되었다.

미백제 및 수분을 피부에 공급하는 화장료인

Water Powder를 안정하게 형성하려면 벽재의

무기입자의 소수성 표면처리 후의 물 접촉각이

126〫〫°~138°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12).

Fig. 16. Schematic diagram for water powder(12).

4. 분체의 표면처리

4.1. Tego Sun TAQ 40

Degussa Co.의 이산화티타늄 T-805는 직경

이 20nm의 초미립자이지만 100-200nm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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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응집하고 있다. 선스크린 에멀션은 W/O,

O/W 모두 60-70%가 수상으로 된다. 30%의 적

은 유상에 많은 유기 자외선흡수제를 배합한,

SPF가 높은 선스크린 제품은 있지만 원료함량

의 조절이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선스크린

제품의 유화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티

타늄 분산물이 필요하다. 분산제로서 두 가지가

있으며 최초의 분산제는 Isolaureth-3

Phosphate(Fig. 17)이고, 인산 음이온은 이산화

티타늄 표면에 강한 친화력이 있다. 폴리옥시에

틸렌의 친수성 부분과 도데실기가 함께 소수성

환경 중에서 이산화티타늄의 분산을 안정시키

고 재응집을 방지한다.

두 번째의 분산제는 친수성 고분자인 Vinyl

Butech-25/Sodium Maleate Copolymer(Fig.

18)로 초미립자 안료의 함량이 40-50%에서도

유동성을 준다(13).

i-C12H25O(C2H4O)4 P OH

OH

O

Fig. 17. Isolaureth-3 Phosphate(13).

C
H2

H
C

H
C

OC4H8O(C2H4O)25H COONa

H
C

COOH
n

Fig. 18. Vinyl Butech-25/Sodium Maleate

Copolymer(13).

4.2. 이산화티타늄 피복 탈크

탈크의 최대 특성은 매끄러운 사용감촉이다.

굴절율이 낮아 은폐력이 낮으나 투명감 및 평

활한 면을 살린 번쩍임이 없는 자연스런 광택

이 특징이다. Nihon Koken Kogyo Co.는 탈크

의 표면을 졸-겔법으로 이산화티타늄을 피복한

탈크 분체를 개발하였다. Fig. 19의 이산화티타

늄 피복 간섭색 탈크는 특유의 매끄러운 감촉,

일반 체질분체에는 없는 은폐력, 일반 펄에서는

볼 수 없는 부드러운 간섭색을 겸비한 새로운

화장 소재이다(14).

Fig. 19. TiO2 coated talc(left). Non coated

talc(right)(14).

4.3. 플루오로실리콘 처리 분체

화장 지워짐의 주원인은 땀과 피지가 파운데

이션 막을 적시기 때문이다. 파운데이션이 땀과

피지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체의 표면에

발수성 및 발유성의 처리를 한다. poly(methyl

hydrogen siloxane) 처리 분체는 발수성, 내한

성이 우수하나 발유성이 불충분하여 번들거림

현상이 있다. perfluoroalkyl silane으로 처리한

분체는 발유성, 내한성, 내피피지성도 우수하다.

그러나 유제와 피부에 친화성이 부족하여 피부

부착성이 좋지 않다.

Fig. 20과 같은 Kao Corp.의 퍼플루오로알킬

실리콘(FSSi)으로 표면 처리한 세리사이트 분

체는 번들거림의 피지 구성성분인 올레인산에

대한 친화성이 낮아 번들거림을 방지할 수 있

다(15).

Si OH3C

CH3

CH3

Si O

(CH2) a

CH3

C8F17

Sim O Si

CH3

(CH2) b

Si(OC2H5) 3

CH3

CH3

CH3

n

Fig. 20. Fluorosilicone(15).

4.4. TiO2로 피복한 운모의 표면에 

     미소구상 PMMA를 피복한 분체

Ogawa는 투명감이 높게 느껴지는 피부는 낮

은 피부에 비하여 장파장(600nm 이상)에서 높

은 분광반사특성을 나타내고 확산반사 특성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발견에 근거하여

Fig. 21과 같이 피부 내부의 분광반사 특성에

근사한 적색간섭계 운모 표면에 피복한 TiO2의

표면에 평균 입경 0.3μm의 미세구상 PMM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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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게 부착하여 적색 간섭 광을 갖으면서

확산반사 특성이 우수한 복합분체를 개발하였

다. 이 복합분체를 배합한 파운데이션은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피부에 유연성, 투명감을 준

다.(16).

Fig. 21. PMMA microsphere coated on TiO2

coated mica(16).

4.5. 실리콘 구체 표면 실리콘 레진 피복분체

Fig. 22의 구형 실리콘 입자를 실리콘 레진으

로 피복한 실리콘 복합 파우더는 고무와 레진

의 특성을 겸비하여 매끄럼성, 유연성이 우수하

고 응집성이 감소하고 분산성이 향상된다(17).

Fig. 22. Silicone powder consisting of silicone

rubber coated with silicone resin(17).

4.6. 실리카 피복 ZnO 분체

ZnO 분체를 SiO2로 피복한 복합분체는 피

부 표면에 존재하여 거칠음의 원인으로 되는

효소 우로키나아제를 흡착, 저해한다. Shiseido

Co.는 Fig. 23의 복합분말을 파우더 파운데이션

에 배합하여 계속 사용 시 피부의 거칠음이 억

제된다(18).

Fig. 23. Function of silica coated ZnO(18).

4.7. 폴리 디메틸실리콘 피복 무기분체

Fig. 24의 polydimethylhydrogen siloxane을

무기분체의 표면에 실록산 결합으로 피복하면

분체의 유성성분으로의 분산성이 향상하고 파

우더 제제의 땀에 의한 화장의 지워짐을 방지,

화장의 지속성 및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다(19).

Fig. 24. Surface treatment of inorganic

powder by polydimethylsiloxane(19).

5. 크기 제어 분체

5.1. 적색 투과 파우더

가시광선 중 파장이 긴 적색광일수록 투명감

이 좋고 기미, 주근깨가 은폐된다. TiO2는 은폐

력이 우수하여 피부 표면의 주름을 커버하나

투명감이 없는 것이 결점이다. TiO2는 입경의

차이로 특정 파장의 광을 많이 통할 수 있다.

Shiseido Co.는 Fig. 25와 같이 입경이 0.3μm으

로 일정한 크기의 TiO2가 적색을 투과시키는

성질을 이용하여 Fig. 26과 같이 기미, 주근깨

를 커버하면서 투명감이 우수한 파운데이션용

의 적색투과 파우더를 개발하였다(18).

Fig. 25. The transmission of light with

different wave length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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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amples of Nanomaterials Currently Marketed as Cosmetic Products(20).

Fig. 26. Appearance of the skin by light of

different wave lengths, 480nm(left)

and 620nm(right)(18).

5.2 나노 입자

나노 입자는 크기가 1~100nm인 입자이다.

나노입자는 부피에 비하여 표면적이 넓고 중량

당 입자 수가 많고 양자효과가 있다. 화장품에

쓰이는 나노재료의 예는 Table 1과 같으며 유

효성분의 캐리어, 항균제, 미관 강화제, 제취제,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사용된다.

나노재료의 제법은 top-down과 bottom-up이

있다. Fig. 27은 나노 분체의 제법 예이다(20).

Fig. 27. Examples of methods for NP

engineering(20)



Vol. 29, No. 2 (2012) 메이크업 화장품용 분체에 관한 연구 9

- 294 -

5. 결 론

메이크업 제품에 쓰이는 분체의 다양한 기

능과 특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메이크업용 분체는 피부결점의 은폐, 자외선

차단, 밀착, 화장 지속, 피부보호 기능을 한

다.

2. 메이크업 분체의 기능성은 분체의 형태 및

크기 제어, 표면처리, 캡슐화가 이용되고 있

다.

3. 앞으로 보다 정밀한 메이크업 분체의 기능성

은 주변상황의 변화에 응답하는 스마트 분체

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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