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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lead adsorption by carboxylated alginic acid and its application in cleansing cosmetics. 
Carboxylated alginic acid showed the highest lead adsorptivity after oxidation in a 4–6 mM hydrogen peroxide 
solution at 20–30℃ for 30–40 min. Carboxylated alginic acid adsorbed 648.1±2.8–653.0±2.9 mg/g of lead 
dry mass at pH 4–6. Carboxylated alginic acid modified by hydrogen peroxide and potassium permanganate 
adsorbed 651.3±3.8 and 639.9±4.0 mg/g of lead dry mass, respectively. Carboxylated alginic acid showed 
higher lead adsorptivity after modification by hydrogen peroxide than by potassium permanganate, with 
an increase of ~30% compared with raw alginic acid. To access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carboxylated 
alginic acid in cleansing cosmetics, we investigated the lead adsorptivity, conditions of the cosmetics procedure, 
and cytotoxicity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cleansing cosmetics added to 5% carboxylated alginic acid. 
The ideal cosmetic concentrations combined with 5% carboxylated alginic acid were 70% for peeling gel, 
20% for massage cream, 20% for foam cleansing and 40% for cleansing cream. There was no cytotoxicity 
in cleansing cosmetics combined with 5% carboxylated algi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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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바다에 서식하는 해조류는 식량자원으로 뿐만 아니라 의약

품 (Kim et al., 2007; Kim et al., 2005), 환경정화 (Choi et 
al., 2005a), 바이오에너지 (Svein et al., 2000)의 원료 등 그 
용도가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그 중 갈조류에 속하는 미역, 
다시마, 모자반, 톳 등에는 건조 무게 당 15~40%의 알긴산이 
함유되어 있다 (Park, 1969). 알긴산은 만누론산 (D-mannuronic 
acid)과 글루론산 (L-guluronic acid)이 일정 비율로 1,4-글리코
사이드 결합을 하고 있으며 각각 1개의 카르복실기를 보유하
고 있어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 (Na), 칼륨 (K), 칼슘 (Ca2+), 
마그네슘 (Mg2+) 등과 염의 상태로 자연계에 존재한다 
(Schweiger, 1962). 이와 같이 알긴산은 2가의 금속이온과 결합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환경정화를 위한 중금속 흡착제로써의 
활용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Jung et al., 2009; Suh 
et al., 2000; Choi et al., 2005b; Suh et al., 2001; Cho et al., 
2004; Park et al., 2001; Koo, 2001). 한편,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각종 중금속은 직접
적으로 직업병을 유발함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식품, 수
질, 대기 및 토양 등을 오염시켜 급ㆍ만성적으로 인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대기 중에 존재하는 공장 및 자동차 배출가
스, 황사 등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은 도심지역과 산업단지
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피부에 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화장품이나 귀금속, 손목시계, 안경테, 클
립, 지퍼 등 금속용품에 의해서도 중금속이 피부에 오염될 
수 있다. 이러한 중금속의 피부오염은 피부염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등 피부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Kim et al., 2002; Kim et al., 2004).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피부에 존재하는 중금속을 흡착 
제거할 수 있는 피부 세정용 화장품의 사용이 요청되고 있다. 
일반적인 산업현장에서의 중금속 제거기술은 침전, 응집, 부
상, 이온교환, 용매추출, 착염화, 여과, 증발, 막분리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인체를 대상으로 한 중금속 제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Joen et al., 2002; Joen, 2005; Becker, 1983; Butter 
et al., 1988; Eouboulis et al., 1997). 생체를 대상으로 한 중금속 
제거 시험으로는 체내의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하여 알긴산, 
키토산, 식이섬유 등을 이용한 사례 (Park et al., 1986; Kim 
et al., 1995)가 있으나 인체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과산화수소의 처리농도, 반응시간, 반응온도를 
달리하여 carboxylated alginic acid를 제조한 다음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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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인 납의 흡착력을 측정하여 최적조건을 규명하였으며, 
carboxylated alginic acid를 함유한 피부세정용 화장품을 제조
하여 납에 대한 세정력 및 화장품의 품질특성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제조 및 납 흡착력 비교시험에 
사용한 알긴산은 Sigma사 제품 (A7003)을 구입하였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각종 재료는 국내 화장품 재료상사로부터 구입
하였다.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제조
과산화수소용액 (1~9 mM)에 알긴산을 첨가하고 온도 

10~60℃, 반응시간 10~60분의 범위에서 알긴산의 적정 카르
복실화 조건을 검토하였으며 carboxylated alginic acid은 과산
화수소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탈이온수로 수회 세척한 후 
열풍건조 (80℃)한 다음 고체분쇄기 (HMF-3100S, 한일전기, 
한국)로 시료를 분쇄 (100 mesh)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화장품의 제조
화장품은 재료의 배합, 가열, 유화, 냉각 등의 공정을 거처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Table 1과 같은 화장품 배합
사양에 5% carboxylated alginic acid 용액 일정량을  추가로 
첨가하였다.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납 흡착량 측정
납의 농도가 100 ppm인 질산납용액 100 mL에 carboxylated 

alginic acid 1 g을 넣고 1 N NH4OH용액과 HNO3용액을 이용하
여 pH를 조정한 다음 30℃의 항온진탕수조에서 24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 (10,000 rpm, 20 min)하여 용액의 납 
농도를 AA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Perkin Elmer, 
UK)로 측정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의 흡착정도를 평가하
였다. 

납 흡착량
(mg lead/g dry mass)=

용액부피 (반응 전 용액의 중금속 - 반응 후 용액의 중금속)

1000 × 알긴산량  

화장품의 납 세정효과
화장품의 납 세정효과의 평가는 즉살하여 털을 제거한 돼지

의 피부에 100 ppm의 납 용액을 도포하고 5℃에서 24시간동안 
방치하여 납을 오염시킨 다음 화장품으로 세척하기 전후에 
피부에 잔존하는 납을 각각 정량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실시하였다.

납 세정율(%) =
  세정 전 피부의 납 함량 - 

세정 후 피부의 납 함량 × 100
세정 전 피부의 납 함량

화장품의 품질평가
Carboxylated alginic acid를 포함하는 화장품조성물의 제조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5% carboxylated alginic acid 용액을 
농도별로 첨가한 4종의 화장품을 제조하고 화장품의 제형성, 
피부독성 및 납 제거율을 측정하였다. 즉, 화장품의 제형성 
평가는 8인의 평가자가 사용감, 수분의 분리유무에 따른 성상, 
화장료 성분간의 균일한 배합성을 5단계평점법으로 평가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SAS 
program (version 6.12)을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Duncan's

Table 1. Material mixing ratio of cleansing cosmetics 

Cleansing cosmetics Material mixing ratio (%)

Feeling gel
Distilled water 35.131, PEG-400 13.332, betaine 9.999, Gardenia florida extract 0.013, cellulose 26.664, carbopol 
0.825, PEG-60 0.666, astaxanthin 0.666, ethanol 9.999, compound flavoring 0.198, Germall-115 0.666, coenzyme 
Q-10 0.017, hyaluronic acid 0.333, Kerasgen 0.333, rose extract 0.333, TEA 0.825, total 100.000 

Massage cream

Distilled water 18.825, Allantoin 0.125, methylparaben 0.250, betaine 6.250, butylene glycol 3.750, propylene 
glycol 2.500, Keltrol F 0.125, carbopol 0.050, stearic acid 0.875, glycol stearate 2.250, stearyl alcohol 1.000, 
PEG-40 stearate 3.125, sorbitan sesquioleate 0.375, Arlacell-6 1.125, cetyl esters 0.375, wax 1.375, mineral 
oil 51.250, TEA 1.875, dimethicone 0.375, tocopheryl acetate 0.125, propylparaben 0.125,  cyclomethicone 2.500,  
phenoxyethanol 0.250, compound flavoring 0.100, coenzyme Q-10 0.125, hyaluronic acid 0.125, astaxanthin 
0.125, Kerasgen 0.013, Gardenia florida extract 0.500, rose extract 0.012, microcrystalline wax 0.125, total 100.000

Foam cleansing

Distilled water 3.707, sodium laureth sulfate 61.742, sodium lauryl sulfate 19.992, betaine 0.833, citric acid 
0.283, glycerin 3.332, compound flavoring 0.167, methyichloroisothiazolinone 0.083, coenzyme Q-10 0.166, 
hyaluronic acid 0.166, astaxanthin 0.166, Kerasgen 0.017, Gardenia florida extract 0.666, rose extract 0.017, 
cocaminopropyl betaine 8.330, disodium cocoamphodiacetate 0.166, acrylamide copolymer 0.167, total 100.000

Cleansing cream

Distilled water 13.024, alantoin 0.063, methylparaben 0.250, betaine 1.250, propylene glycol 6.250, carbopol 
0.623, stearic acid 1.813, glyceryl stearate 0.563, stearyi alcohol 1.250, PEG-100 0.750, sorbitan sesquioleate 
0.500, PEG-40 2.625, mineral oil 66.663, dimethicone 0.375, propylparaben 0.125, TEA 2.500, phenoxyethanol 
0.250, compound flavoring 0.100, coenzyme Q-10 0.250, astaxanthin 0.125, Kerasgen 0.013,  Gardenia florida 
extract 0.500, rose extract 0.013, microcrystalline wax 0.125,  total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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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range test (SAS, 1987)에 의해 검정하였다. 피부독성
은 10인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전완부에 폐쇄첩포 (Finn 
Chamber, Ø 2 mm, Epitest Ltd Oy, Finland)한 다음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패치를 제거하고 일과성 홍반의 소실을 기다려 
홍반 발생 여부를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제조 조건

알긴산의 납 흡착력을 높이기 위해 산화반응을 이용하여 
카르복실기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사용한 산화제는 사용 
후 제거가 용이하고 인체에도 비교적 안전한 과산화수소를 
선정하였다. 알긴산의 카르복실화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과산화수소의 사용량에 따른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납 
흡착력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납 흡착력은 과산화수

Fig. 1. Lead adsorptivity carboxylated alginic acid as affected 
by hydrogen peroxide concentration used for modification 
of alginic acid. Values are the means±standard deviation of 
three determinations. 

Fig. 2. Lead adsorptivity of carboxylated alginic acid as 
affected by temperature for modification of alginic acid. 
Values are the means±standard deviation of three 
determinations.

소의 농도가 1 mM부터 5 mM까지는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
였으나 5 mM이상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아 알긴산의 카르
복실화 반응을 위한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4 mM이 최적 조건
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카르복실화 반응온도에 따른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납 흡착력을 측정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알긴산의 카르복실화 반응온도는 10℃에서 
560.3±3.1 mg lead/g dry mass로 비교적 낮았으나 20℃에서 
650.4±3.6 mg lead/g dry mass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증가폭이 낮았다. 따라서 알긴산의 적정 카르복실
화 반응온도는 20℃인 것으로 판단된다. 카르복실화 반응 시
간에 따른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납 흡착력을 측정한 결과
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알긴산의 카르복실화 반응시간은 10
분에서 520.3±2.8 mg lead/g dry mass로 비교적 낮았으나 30분
에서 651.0±3.3 mg lead/g dry mass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상
의 시간에서는 증가폭이 낮았다. 따라서 알긴산의 적정 카르
복실화 반응시간은 30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Lead adsorptivity of carboxylated alginic acid as 
affected by time for modification of alginic acid. Values are 
the means±standard deviation of three determinations.

Fig. 4. Lead adsorptivity of carboxylated alginic acid as 
affected by pH for modification of alginic acid. Values are 
the means±standard deviation of three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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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ead adsorptivity of alginic acid and carboxylated 
alginic acid as affected by chemical used for modification 
of alginic acid. Values are the means±standard deviation of 
three determinations.

pH의 변화에 따른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납 흡착력
알긴산의 중금속 흡착력은 pH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asuhiro et al., 1993). pH의 변화에 따른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납 흡력력을 Fig 4에 나타내었다.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납 흡력력은 pH 2에서 553.3±3.0 
mg lead/g dry mass, pH 3에서 610.2±2.8 mg lead/g dry mass이었

으며 pH 4~6사이에서는 648.1±2.8~653.0±2.9 mg lead/g dry 
mass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Jeon and Choi (2007)는 알긴
산이 pH값의 변화에 따라 중금속 흡착능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나지 않는 이유는 알긴산의 pK값 때문이라고 보고하였고 
Crist et al. (1992)은 조류 유래 알긴산의 카르복실기 그룹의 
pK값이 5~7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납 흡력은 pH 4~6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
나 화장품에 응용할 경우에는 화장품의 pH와 비슷한 pH 6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카르복실화 조건에 따른 납 흡착력 비교
과산화수소 (H2O2) 및 과망간산칼륨 (KMnO4)을 이용하여 

제조한 carboxylated alginic acid와 일반 알긴산의 납 흡착력을 
비교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납 흡착력은 알긴산이 
481.3±4.0 mg lead/g dry mass, 과망간산칼륨으로 카르복실화한 
알긴산이 639.9±4.0 mg lead/g dry mass인데 비하여 과산화수소
로 카르복실화한 알긴산이 651.3±3.8 mg lead/g dry mass로 높게 
나타났다. Kim et al. (1995)은 알긴산의 중금속 흡착에 carboxyl
기가 관여하며 알긴산을 산화시키면 구조 내에 존재하는 2개의 
hydroxy기 (-OH)가 carboxyl기로 변환되어 중금속 흡착력이 높
아진다고 보고하였다. Jeon and Choi (2007)는 알긴산이 pH 4에
서 480 mg/g의 납 이온을 흡착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et 
al. (2005)은 과망간산칼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납 흡착량이 일반 알긴산에 비교하여 10~15%가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2. Cleansing rate of lead and pannel test score on content of carboxylated alginic acid of cleansing cosmetics

Cleansing cosmetics Content of 5% carboxylated 
alginic acid (%)

Pannel test score1)
Cleansing rate of lead 

(%)Shape Formulation Feeling

Feeling gel

50 5.0±0.1a 5.0±0.1a 5.0±0.1a 93.2±2.8
60 5.0±0.1a 5.0±0.1a 5.0±0.1a 95.3±3.1
70 5.0±0.1a 5.0±0.1a 5.0±0.1a 98.5±2.6
80 4.1±0.3b 4.0±0.2b 3.8±0.2b 99.0±3.5
90 2.8±0.3c 2.5±0.2c 2.0±0.2c 99.2±3.0

Massage cream

10 5.0±0.1a 5.0±0.1a 4.6±0.3ab 80.3±2.6
15 5.0±0.1a 5.0±0.1a 4.9±0.2a 85.3±3.6
20 5.0±0.1a 5.0±0.1a 5.0±0.1a 89.2±4.1
25 3.9±0.3b 4.1±0.3b 4.0±0.2b 90.1±3.5
30 2.8±0.2c 3.0±0.3c 3.1±0.2c 90.5±3.8

Foam cleansing

20 5.0±0.1a 5.0±0.1a 4.5±0.3ab 90.0±4.3
30 5.0±0.1a 5.0±0.1a 4.8±0.1a 91.3±3.6
40 5.0±0.1a 5.0±0.1a 5.0±0.1a 94.3±3.7
50 3.8±0.3b 3.5±0.3b 4.1±0.3b 95.5±4.0
60 3.2±0.3b 2.0±0.2c 3.0±0.3c 95.8±4.3

Cleansing cream

10 5.0±0.1a 5.0±0.1a 4.3±0.2ab 81.3±3.6
15 5.0±0.1a 5.0±0.1a 4.8±0.2a 86.4±3.7
20 5.0±0.1a 5.0±0.1a 5.0±0.1a 90.8±4.2
25 3.5±0.2b 3.9±0.2b 4.2±0.3b 91.0±4.0
30 2.5±0.3c 2.8±0.2c 3.3±0.3c 91.5±3.8

1) 5 scale: 1, very poor; 2, poor; 3, acceptable; 4, good; 5, very good.
  Values are the means±standard deviation of eight person.
  Different superscripts of a column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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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용 화장품의 제조조건
필링 젤, 마사지 크림, 폼 크린징, 크린징 크림 등 4종의 

피부 세정용 화장품의 기본 배합사양에 carboxylated alginic 
acid를 농도별로 첨가하여 pH 6으로 조정한 화장품의 중금속 
제거율과 제형성을 평가하였다. 필링 젤은 피부의 각질, 노폐
물, 피지 등을 제거하는 세정용 화장품이다. 필링 젤의 
carboxylated alginic acid 함량에 따른 납 세정율 및 제형성 
평가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필링 젤의 납 세정율은 
5%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함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나 
제형성은 5%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함량 80% 이상부터 
성상, 배합성 및 사용감에 대한 관능평가치가 저하하는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과량첨가로 
인하여 재료의 배합성이 떨어져서 성상과 사용감도 저하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필링 젤의 5%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첨가농도는 70%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지 크림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건조와 거칠어짐을 
방지하여 피부를 더욱 유연하게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해주는 화장품이다. 마사지크림의 carboxylated alginic acid 함
량에 따른 납 세정율 및 제형성 평가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
다. 마사지 크림의 납 세정율은 5%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함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나 제형성은 5%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함량 25% 이상부터 성상, 배합성 및 사용감에 
대한 관능평가치가 저하하였으며 이는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과량첨가로 인하여 재료의 배합성이 떨어져서 성상과 
사용감도 저하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15%이하에서도 
사용감이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피부에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함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마사지 크림의 
5%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첨가농도는 20%가 적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폼 크린징은 비누와 같은 세정력이 있으나 보습성 등 피부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사용 후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적고 
촉촉한 감촉을 유지하게 해주는 화장품이다. 폼 크린징의 
carboxylated alginic acid 함량에 따른 납 세정율 및 제형성 
평가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폼 크린징의 납 세정율은 
5%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함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나 
제형성은 5%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함량 50%부터 성상, 
배합성 및 사용감에 대한 관능평가치가 저하하였으며 30%이
하에서도 사용감이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마사지 크림에서와 같이 5%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첨가량
에 따라 화장품의 성상, 배합성 및 사용감에 대한 관능평가치
가 달리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폼 크린징의 5%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첨가농도는 40%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린징 크림은 비누나 폼 크린징으로 잘 지워지지 않는 
짙은 메이크업을 지울 때 효과적인 화장품이다. 크린징 크림
의 carboxylated alginic acid 함량에 따른 납 세정율 및 제형성 
평가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크린징 크림의 납 세정율
은 5%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함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

나 제형성은 5%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함량 25%부터 
성상, 배합성 및 사용감에 대한 관능평가치가 저하하였으며 
15%이하에서도 사용감이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어 마
사지 크림과 폼 크린징의 결과에서와 같이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첨가량이 함량에 따라 성상, 배합성 및 사용감에 대한 
평가치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크린징 크림의 
5%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첨가농도는 20%가 적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화장품 종류별 5% carboxylated 
alginic acid의 적정 첨가농도는 필링 젤 70%, 마사지 크림 
20%, 폼 크린징 40%, 크린징 크림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용 화장품의 인체에 대한 피부독성은 모든 시험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데이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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