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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페녹시에탄올에 대하여 오일의 종류가 유․수상 분배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다. 분배계수의 측정은 오일을 탄화수소류, 고급지방산류, 고급알콜류, 에스테르류, 트리글리세라이드류 및 실

리콘류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탄화수소류 및 실리콘류 오일은 유․수상 분배계수가 낮은 반면, 고급지방산류, 고급알콜류, 에스테르류
및 트리글리세라이드류 오일의 유․수상 분배계수는 높았다. 이는 탄화수소류 및 실리콘류 오일을 혼합한 경우 다

른 오일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수상에 존재하는 페녹시에탄올의 농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화장품에서의 방부력은 수상에 존재하는 방부제의 함량이 크게 좌우함으로 위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에 혼

합하는 오일을 조정함에 의해 페녹시에탄올의 함량이 적은 저자극의 화장품 처방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partition coefficients(Kw) of phenoxyethanol in oil-water phase according to type of oils was 
investigated. Partition coefficients(Kw) were experimented by classified oils that hydrocarbones, fatty alcohols, 
fatty acids, esters, triglycerides and silicones. It was found that partition coefficients(Kw) of hydrocarbons and 
silicones were low, but partition coefficients(Kw) of fatty acids, fatty alcohols, esters and triglycerides were 
high. 
 It was known that the emulsions which were made of oils having low partition coefficients value had a good 
antimicrobial effects. Thus, the cosmetics stability of microorganisms and skin safety of phenoxyethanol could be 
improved by using the oils which have low partition coefficients value. 

1. 서 론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제조단계로부터 최종 소비자

가 사용할 때까지 보관 또는 사용 중에 미생물에 오

염되기 쉽다. 미생물에의 오염은 제품의 산폐, 변색

및 변취를 일으킬 수 있으며, 제품의 물성 및 효능

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미생물 감염

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1, 2].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에

는 페녹시에탄올, 파라벤류,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등의 방부제가 배합되고 있다. 이러한 방부제는 제

형의 안정성 및 방부 유효성이 우수하지만, 독성, 피

부자극, 알러지를 유발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 배합

량을 줄이거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의 안

정성 및 유효성이 높은 보존 기술이 요구된다[3, 4].

최근 일본 모찌다(持田)제약의 조사에 따르면 젊

은 여성일수록 '자신의 피부가 민감하다'고 생각하

는 사람이 많으며, 보통 피부의 여성보다 민감성 피

부의 여성은 화장품 선택 등 피부에 많은 신경을 쓰

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피부

가 약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평균 51.8%, 강하

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8.3%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사람일수록 '약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20대

는 약 64%를 넘고 있다[5].

이에 따라 방부제의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연구

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배합된 방부제가 수상에

존재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방부효능이 우수함에 대

한 연구 및 파라벤류의 오일에 다른 유․수상 분배

계수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5,6,7]. 그러나 최근 화장

품에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페녹시에탄올에 대하

여 유․수상 분배계수에 대한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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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탄화수소류, 에스테르류, 실리콘류,

트리글리세라이드류, 고급알콜류, 고급지방산류의 오

일들을 선정하여 유․수상 분배계수를 측정하여, 이

를 토대로 저자극 화장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재료 및 기구

페녹시에탄올은 시약급인 CLARIANT사에서 사용하

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오일인 Isostearic Acid는

Kokyu alcohol社(日)의 Isostearic Acid EX를 사용

하였으며, Oleic Acid는 현성케미칼社(韓)의 Oleic

Acid, Hexyldecanol은 Kokyu alcohol社(日)의

Risonol 16SP, Decyltetradecanol는 Kokyu alcohol社

(日)의 Risonol 24SP, Cetyl ethylhexanoate는

Kokyu alcohol社(日)의 CEH, Neopentyl Glycol

Dicaprate Kokyu A lcohol社(日)의 NPDC,

Triethylhexanoin는 Kokyu alcohol社(日)의 TOG,

Caprylic/Capric triglyceride는 Kokyu Alcohol社(日)

의 TCG-M, Liquid paraffin은 극동유화社(韓)의

Lily 70, Squalane은 Kishimoto社(日)의

Squalane, Dimethyl polysiloxane은 DOW

CORNING社의 DC 200F/100CS, Methylphenyl

polysiloxane는 DOW CORNING社의 DC 556을 사

용하였다. 기타 시약은 화장품용으로 사용하는 시약

을 구입한 그대로 사용하였다. UV/Vis 분광광도계는

미국 Perkin-Elmer사의 Model Lambda 35를 사용하

였다.

2.2 페녹시에탄올의 농도에 따른 UV/Vis 흡광도

측정 및 검정식 산출

페녹시에탄올 수용액을 제조하여 UV/Vis 분광광

도계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고, λmax의 흡광

도와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검정식을 산출

하였다.

2.3 페녹시에탄올의 분배계수 측정을 위한 유(

油)․수(水)상의 준비

각종 오일 1종과 이온교환수를 1:1 부피비로 혼합

한 후, 페녹시에탄올을 0.20 wt% 첨가하고 자석교반

기를 이용하여 10분간 교반하였다.

2.4 수(水)상의 페녹시에탄올 흡광도 측정

2.3에서 제조된 시료를 25℃ 항온조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 수상을 분리하고 이를 10배 희석한

후 UV/Vis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λmax 파장에서

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5 수(水)상의 페녹시에탄올의 농도 산출

2.4에서 구해진 흡광도를 2.2에서 얻어진 흡광도-

농도 검정식을 이용하여 농도를 구한 후 10배를 곱

하여, 수상에 용해되어진 페녹시에탄올의 농도를 계

산하였다.

2.6 분배계수 산출

유․상의 분배계수는 아래의 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

Kw = [Ct ( 1 + φ ) - Cw ] / Cw × φ

Ct : 총방부제의 농도

Cw : 수상의 방부제 농도

φ  : 수상에 대한 유상의 부피비

Kw : 분배계수

3. 결과 및 고찰

3.1 페녹시에탄올의 농도에 따른 흡광도-농도 검

정식

페녹시에탄올 수용액을 0.000 wt%, 0.004 wt%,

0.008 wt%, 0.012 wt%, 0.016 wt. 0.020 wt%, 0.024

wt%, 0.028 wt% 및 0.032 wt%를 준비하여 UV/Vis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λmax

는 269 nm이었고, 0.020 wt% 이하의 농도에서는 직

선식이 나타났으나, 0.024 wt%이상의 농도에서는 곡

선식을 나타내었다.

0.020 wt% 이하의 농도에서의 농도와 흡광도와의

상관관계를 그림 1.에 나타내었으며, 농도와 흡광도

의 상관식은 아래와 같았고, 상관계수 R2 = 0.994로

서 높았다.

흡광도(A) = 80.25 × 농도(c) + 0.086

그림 1. 페녹시에탄올 수용액 농도와 흡광도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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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상의 10배 희석용액에서의 흡광도

3.2 유․수상 시료의 준비

`분배계수 측정을 위해 사용한 오일은 2.1에서 언급

한 탄화수소계 오일 2종, 고급지방산계 오일 2종,

고급알콜계 오일 2종, 에스테르계 오일 2종, 트리글

리세라이드계 오일 2종 및 실리콘계 오일 2종을 사

용하였다.

오일 중 Mineral Oil를 선정하여 이온교환수와 그래

프1:1 부피비로 혼합한 후, 페녹시에탄올을 0.20

wt%를 첨가한 후 교반기로 5분, 10분, 15분, 20분간

교반한 후 정지하고 수상을 분리하여 수상에 용해된

페녹시에탄올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시간에 따른 함

량의 차이는 없었다. 이에 따라 교반시간은 10분으

로 고정하였다.

3.3 수상에서의 흡광도 측정

3.2에서 준비한 시료를 25℃ 항온조에서 24시간 보

관한 후, 수상을 분리하고 이를 10배 희석한 후

UV/Vis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269 nm에서의 흡광도를 이용한 유․수상으로부

터 분리한 수상의 10배 희석용액이 Mineral O il에

서는 2.6748, 동일한 방법으로 Squalane에서는

2.6462, Oleic acid에서는 0.7188, Isostearic acid에서

는 0.9242, Decyltrtradecanol에서는 03842, Hexyldecanol에

서는 0.6583, Cetyl ethyl hexanoate에서는 1.3373,

Neopentyl glycol dicaprate에서는 0.7616, Caprylic/

Capric triglyceride에서는 0.7065, Triethylhexanoin

에서는 0.7665, Dimethyl polysiloxane에서는 1.9710 및

Methylphenyl polysiloxane에서는 2.6558를 나타내었

다. 각 유․수상으로부터 분리한 수상의 10배 희석

용액의 흡광도 그래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래

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화수소계 오일인 Liquid

paraffin과 Squalane 및 실리콘계 오일인 Dimethyl

polysiloxane과 Methylphenyl polysiloxane을 이용한

유․수상 시료의 수상부에서는 높은 흡광도를 나타

내었으며, 고급지방산계인 Oleic acid, Isostearic acid

와 고급알콜계인 Decyltrtradecanol, Cetyl

ethylhexanoate와 에스테르계인 Cetyl

ethylhexanoate, Neopentyl glycol d icaprate

및 트리글리세라이드계인 Caprylic/Capric triglyceride,

Triethylhexanoin에서는 흡광도가 낮게 나타났다.

3.4 페녹시에탄올의 유․수상 분배계수

수상의 10배 희석용액의 269 nm에서의 흡광도를

흡광도와 농도와의 상관식(흡광도(A) = 80.25 × 농

도(c) + 0.086)을 이용하여 10배 희석용액에서의 페

녹시에탄올 농도를 구한 후, 이를 10배하여 수상부

의 페녹시에탄올 농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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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ils
Absorbancy

(at 269nm)

Phenoxyethanol

consentraion in water
Partition coefficient

Hydrocarbones
Liquid paraffin 2.6748 0.2976 0.34

Squalane 2.6462 0.2944 0.36

Fatty acids
Oleic acid 0.7188 0.0788 4.08

Isostearic acid 0.9242 0.1017 2.93

Fatty Alcohols
Decyltetradecanol 0.3842 0.0413 8.68

Hexyldecanol 0.6583 0.0720 4.56

Esters
Neopentylglycol dicaprate 0.7616 0.0835 3.79

Cetylethylhexanoate 1.3373 0.1480 1.70

Triglycerides
Caprylic/capric triglyceride 0.7065 0.0774 4.17

Triethylhexanoin 0.7665 0.0841 3.76

Silicones
Dimethylpolysiloxane 1.9710 0.2189 0.83

Methylphenylpolysiloxane 2.6558 0.2955 0.35

표 1. 오일의 종류에 따른 유․수상 분배계수

또한 농도와 유․수상 분배계수 관계식( Kw = [Ct

( 1 + φ ) - Cw ] / Cw × φ )을 이용하여 분배계

수를 계산한 결과 Liquid paraffin을 이용한 경우 페

녹시에탄올의 유․수상 분배계수는 0.34, Squalane에

서는 0.36, Oleic acid에서는 4.08, Isostearic acid에서는

2.93, Decyltrtradecanol에서는 8.68, Hexyldecanol에

서는 4.56 , Cetyl ethylhexanoate에서는 1.70,

Neopentyl glycol dicaprate에서는 3.79, Caprylic/Capric

triglyceride에서는 4.17, Triethylhexanoin에서는 3.76,

Dimethyl polysiloxane에서는 0.83 및 Methylphenyl

polysiloxane에서는 0.35를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화수소계인 Liquid

paraffin과 Squalane 및 실리콘계인 Dimethyl

polysiloxane과 Methylphenyl polysiloxane에서

는 유․수상 분배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상보다는 수상에 존재하는 방부제 함

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화장품에 첨가하는 방

부제량을 줄일 수 있어 저자극의 화장품 처방을 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고급지방산계

인 Oleic acid, Isostearic acid와 고급알콜계인

Decyltrtradecanol, Cetyl ethylhexanoate와 에스테르계인

Cetyl ethylhexanoate, Neopentyl glycol d icaprate

및 트리글리세라이드계인 Caprylic/Capric

triglyceride, Triethylhexanoin에서는 유상에 존재하

는 방부제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한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량의 방부제를 화

장품에 첨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부안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화장품에는 제품의 미생물의 오염에 의한 변질 및

변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부제를 첨가하고 있다.

최근 화장품에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페녹시에탄

올에 대해 농도에 따른 자외선 흡광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각종 오일과 이온교환수를

1:1 부피비로 혼합한 후 페녹시에탄올을 0.2 wt%

첨가하여 10분간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한 후 방지

하고 유․수상 분배계수를 측정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페녹시에탄올 수용액 0.032 wt%까지의 범위에서

는 농도와 269 nm 파장에서의 흡광도가 직선식

을 나타내었다.

2. 탄화수소계인 Liquid paraffin과 Squalane 및 실

리콘계인 Dimethyl polysiloxane과 Methylphenyl

polysiloxane에서는 유․수상 분배계수가 상대적

으로 낮았다.

3. 고급지방산계인 Oleic acid, Isostearic acid와 고

급알콜계인 Decyltrtradecanol, Cetyl

ethylhexanoate와 에스테르계인 Cetyl ethylhexanoate,

Neopentyl glycol dicaprate 및 트리글리세라이드

계인 Caprylic/Capric triglyceride, Triethylhexanoin

에서는 유․수상 분배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유화 화장품에 첨가하는 적절

한 오일의 종류를 선정함에 의해 소량의 페녹시에탄

올을 첨가하고도 미생물에 오염이 적은 화장품을 개

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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