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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포좀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중층구조의 베

지클로 유효성분을 봉입하여 안정화시키고 피부침투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리포좀의 인지질은 생체막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생체 

친화적이며 생체 내 분해가 가능하고 독성이 없다. 양

† 주 자 (e-mail: sybyun@ajou.ac.kr) 

call: 031)219-2451

친매성 분자로 수용성과 유용성 모두 포집할 수 있고, 

제조 방법에 따라 다양한 성질의 리포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막자체의 물리-화학적 불안정성, 낮은 봉입

효율 및 유기용매를 제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피부 침투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높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1].

리포좀의 물리화학적인 개선을 위해 수소첨가 포화

지질을 사용하거나 콜레스테롤 적용으로 인지질막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dehydration-rehydration 방법, 

스베라트롤을 함유한 나노 에토좀 제조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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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은 천연 폴리페놀이며 피부 손상, 자외선 및 병원성의 공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본 연구에서는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한 에토좀의 최적의 제조 조건을 찾기 위해 시도하였다. 에토좀은 

수화액정법을 응용하여 제조하였다. 에토좀의 봉입효율 및 입자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에토좀의 입자 사이즈는 입도분석기를 이용하였다. 봉입효율은 HPL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에토좀 입자의 

크기는 111.2 ~ 112.8 nm이고, 봉입효율은 81.25 ~ 88.75%임을 확인하였다. 최적의 제조 조건으로는 레시틴 

: 레스베라트롤 : 콜레스테롤 : 에탄올 = 2.0 : 0.08 : 0.05 : 20.0% (w/w)의 비율로 제조된 경우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Resveratrol is a natural polyphenol. It protects skin from skin injury, ultraviolet radiation and pathogenic 

attack. This study is to find the optimum condition for the preparation of ethosome loading amount of resveratrol in 

ethosome. Ethosomes were prepared by modified hydrated liquid crystal method. Investig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entrapment efficiency and particle size of ethosomes was carried out. The particle size of ethosome were measured by 

particle analyzer. The loading efficiency of resveratrol in ethosome was measured by HPLC. The particle sizes were 

111.2 ~ 112.8 nm and the loading efficiency of resveratrol was 81.25 ~ 88.75%. The optimum conditions for the prepa-

ration of ethosome was obtained from of lecithin : resveratrol : cholesterol : ethanol at a weight ratio of 2.0 : 0.08 : 0.05 

: 20.0.

Keywords: ethosome, lecithin, resveratrol, cholesterol, ethanol



106 서동환⋅윤종혁⋅김연준⋅변상요

대한화장품학회지, 제 41권 제 2 호, 2015

freeze-thawing 방법으로 봉입효율을 높이거나 유기용

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4]. 리

포좀의 피부 침투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유연

성이 높아 탄력적으로 변형이 가능한 베지클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의 베지클들은 trans-

fersome, deformable liposome, ethosome 등으로 불리어

지며, 유연성 높은 변형리포좀은 수십 나노미터에 불

과한 각질세포의 간격을 통과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리포좀 보다 침투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5].

에토좀은 에탄올에 인지질과 약물을 용해시키고 물에 

분산시켜 베지클을 만드는 방법이며 에탄올은 예전부터 

피부투과 증진제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에탄올을 지

질과 함께 사용하여 베지클을 만들면 지질, 에탄올, 

피부지질층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약물의 투과 

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피부 각질세포 

사이의 정돈된 지질층에 에탄올이 접근하면 지질분자의 

극성머리 부분과 작용하여 각질층 지질의 전이온도

(Transition temperature)를 낮추고 피부 지질층의 유동

성을 증대시켜 지질구조를 느슨하게 만들어 투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구조적 변형이 발생하며 유연한 막을 

가진 에토좀은 구조적 변형이 쉽게 이루어져 피부 침

투가 용이해진다. 또한 에토좀의 지질막은 피부의 지

질층에서 쉽게 용해되어 약물전달에 있어 효과적이고 

기존의 리포좀 보다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6].

레스베라트롤은 포도껍질과 포도씨, 땅콩 등에 존

재하는 폴리페놀계 성분이며, 곰팡이나 해충 등의 다

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로부터 식물 스스로 자신을 보

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phytoalexin으로 알려져 있다

[7].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비롯하여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 항바이러스, 항비만, 신경보호 

작용, 항염증작용 및 항노화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

내어 의약품과 식품산업에서 매우 각광을 받고 있다. 

Gulcin은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능을 ABTS법과 DMPD

법으로 알아본 결과 50% effective concentration 값이 

각각 6.96 µg/mL 및 9.5 µg/mL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8]. 또한 미백작용, 항염증, 항자극에 효과가 있어 화

장품에서의 사용가치가 매우 높으나 난용성물질로서 

화장품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9-11].

본 실험에서는 지질을 에탄올에 용해시킨 후 약물

수용액을 첨가하고 교반하여 수화액정(hydrated liquid 

crystal)을 형성시키고 여기에 증류수를 첨가하여 에토

좀을 얻는 방법을 응용하여 100 nm 크기의 에토좀을 

제조하고자 하였다[12]. 또한 에토좀의 구성성분인 레

시틴, 레스베라트롤, 콜레스테롤 및 에탄올의 비율을 

변화시켜 최적의 제조 조건과 레스베라트롤의 봉입

효율을 최대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제조 조건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실험

2.1. 기기 및 시약

에토좀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레시틴은 포스파

티딜콜린이 75% 이상 함유되어 있는 LIPOID S 75-3 

(LIPOID, Switzerland)를 사용하였고, 주성분인 Resveratrol 

(Chang dan yang biotechnology, China), 에토좀의 안정도 

향상을 위해 Cholesterol (Solvay harmaceuticals, Singapore), 

용매로는 etanol (Korea alcohol industrial, Korea)을 사용

하였다. 에토좀에 포집된 레스베라트롤의 함량을 구

하기 위해 Methanol, Acetonitrile (Burdick & Jackson, 

USA)을 사용하였다. 봉입되지 못한 free 레스베라트

롤을 제거하기 위해 Sephadex G-50 (Sigma, USA)을 사용

하였다. 에탄올 용액과 수용액을 교반하기 위해 Agimixer 

(PL-S10, Korea)를 사용하였고, 에토좀 입자를 작고 균일

하게 만들기 위해 강한 전단력을 가하는 장치로 Micro-

fluidizer (Microfluidics, USA)를 사용하였다. 입자의 크

기는 Zetasizer Nano S (Malvern, United Kingdom)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고, 레스베라트롤의 정량분석을 위해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gilent 

1260, USA)를 사용하였다.

2.2. 에토좀의 제조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한 에토좀의 제조 방법은 수화

액정법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12]. 레시틴, 레스베라트롤, 콜레스테롤 및 에탄올을 

각 무게비율별로 혼합 후 레시틴의 상전이온도(55 ℃) 

이상인 60 ℃까지 가열하여 완전 용해시킨다. 에탄올

혼합액을 60 ℃의 정제수에 천천히 투입하며 아지믹

서를 이용하여 5 분간 교반 후 30 ℃까지 급냉 시켜준다. 

에토좀을 작고 균일하게 얻기 위하여 마이크로플루다

이저를 3회 통과 시켜준다. 에토좀 분산액은 Sepha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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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0 column에 통과시켜 에토좀에 포집되지 못한 free 

레스베라트롤을 제거 후 에토좀 입자를 최종적으로 

얻었으며 상기 제조과정은 최적의 에토좀을 만들기 위

한 조건이며, 실험 내용에 따라 레시틴, 레스베라트롤, 

콜레스테롤 및 에탄올의 조성비를 달리하여 에토좀의 

크기 및 봉입효율의 특성을 비교하였고 마이크로 플

루다이저의 통과 횟수에 따른 크기 또한 확인하였다.

2.3. 에토좀 입자의 크기 측정

에토좀 입자의 크기 측정은 에토좀 용액 1 mL를 증

류수로 10배 희석하여 Zetasizer Nano S로 각각 제조되어

진 샘플을 3회씩 측정하여 입자의 평균 크기를 관찰

하였다.

2.4. 레스베라트롤의 봉입효율

제조된 에토좀의 레스베라트롤 봉입효율 측정은 

HPLC를 이용하였고, 완성된 에토좀액에서 1 mL을 취

하고 메탄올 9 mL을 혼합 후 초음파를 10 분간 조사

해주었다. 이 혼합액을 0.45 µm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

한 후 1 mL을 취해서 레스베라트롤의 최대 흡수 파장

인 31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봉입효율은 식 (1)에 의

해 계산하였다. 

봉입효율(%) =
에토좀에 봉입된 레스베라트롤의 양

× 100(%)
초기에 사용된 레스베라트롤의 양

3. 결과 및 고찰

3.1. 레시틴의 비율 변화에 따른 입자 크기 확인 및 봉입

효율

레시틴의 비율 변화에 따른 입자의 크기 및 레스베

라트롤의 봉입효율을 확인하였다. Table 1은 레스베라

트롤 : 에탄올의 비율을 0.1 : 20.0% (w/w)로 고정하고 

레시틴의 함량을 0.5 ~ 3.0% (w/w)로 첨가 후 제조하

였고 에토좀에 봉입되지 못한 레스베라트롤의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Sephadex 컬럼을 통과하기 

전 free 레스베라트롤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의 안정도 

관찰 결과이다. 0.5 및 1.0% (w/w)은 에토좀 입자에 포

집되지 못한 레스베라트롤이 재결정을 형성하여 제조 

직후 및 안정도 관찰 1일 만에 침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 (w/w)의 경우 3일 후에 침전 

현상이 약간 발생하였으나, 3.0% (w/w)에서는 제조 직

후 겔링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침전

현상의 발생 이유로는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하여 입자

를 형성하는데 있어 레시틴의 양이 부족하여 결국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에

토좀을 형성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2,13].

Figure 1은 에토좀 입자에 포집되지 못하고 재결정을 

형상한 free 레스베라트롤을 Sephadex 컬럼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봉입효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레시틴의 

Lecithin composition (%, w/w) Stability 

0.5 Precipitation after one hour

1.0 Precipitation after one day

2.0 Precipitation after three days

3.0 Gelling

Table 1. The stability of ethosomes

Figure 1. Loading efficiency of resveratrol in ethosome de-

pending on a variety of concentration of lecithin. The ethosome 

was composed of  resveratrol : ethanol at a weight ratio of 

0.1 : 20.0. The data is shown as mean ± S.D.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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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0.5% (w/w)의 경우 35.0%, 1.0% (w/w)은 48.7% 

및 2.0% (w/w)은 61.2%가 포집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3.0% (w/w)의 경우 겔링현상으로 포집률은 측정할 수 

없었다. 레스베라트롤 : 에탄올의 비율이 0.1 : 20.0% 

(w/w)일 때 최적의 제조 조건으로 레시틴의 양은 

2.0% (w/w)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레스베라트롤의 비율 변화에 따른 입자 크기 확인 

및 봉입효율

Figure 2는 레스베라트롤의 함량 변화에 따른 입자

의 크기 변화를 나타내었다. 레시틴 : 에탄올의 비율

을 2.0 : 20.0% (w/w)로 고정하고 레스베라트롤의 함

량을 0.00 ~ 0.12% (w/w)로 첨가하여 에토좀을 제조하

였다. 레스베라트롤이 함유되어있지 않은 에토좀의 

평균 입자크기는 약 97.0 nm이었으며, 0.08% (w/w)를 

적용한 경우 113.9 nm, 0.10% (w/w)은 223.9 nm이었고 

0.12% (w/w)은 281.0 nm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입자의 크기가 97.0 nm에서 113.9 nm로 증가된 것은 

레스베라트롤이 에토좀에 포집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레스베라트롤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에토좀 내에 레

스베라트롤이 포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0.1 ~ 0.12% 

(w/w)의 경우 입자들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진 이유는 

레시틴의 양이 증가할수록 안정한 입자를 형성할 수 

있으나[14-16] 레스베라트롤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레

시틴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안정한 입자를 

형성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12,13]. 

레시틴 : 에탄올 : 레스베라트롤의 비율을 2.0 : 20.0 : 

0.08% (w/w)로 에토좀을 제조하였을 때 평균입자의 

크기가 약 113.9 nm로 제조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3은 레스베라트롤의 함량 변화에 따른 레스

베라트롤의 봉입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봉입효율은 

식1)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0.08% (w/w)일 때 81.25%

로 가장 높았고 0.1% (w/w)일 때는 봉입효율이 감소

하여 63.42%였고 0.12% (w/w)일 때 50.12%를 나타내

었다. 결과적으로 레스베라트롤의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봉입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레

스베라트롤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용해되지 못한 레

스베라트롤의 응집현상으로 인하여 침전이 관찰되었

으며 입자의 크기 또한 증가하였다. 봉입효율이 감소

하는 것은 소수성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이 에탄올에 

용해된 후 비용매성인 수용액과 혼합되면서 용해도의 

한계점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레스베라트롤을 포화

농도 이상으로 첨가하였을 경우 입자의 크기는 증가

하고 봉입효율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레시틴/에탄

올 용액에 과잉 공급된 레스베라트롤은 뭉침현상이 

발생하여 분산용액 내에 다량의 침전이 발생하였고 

침전물을 여과하는 과정에서 입자에 봉입되지 못한 

레스베라트롤이 제거됨으로써 봉입효율이 감소되었

다. 따라서 2.0% (w/w)의 레시틴, 20.0% (w/w)의 에탄

Figure 2. Mean particle size of ethosome depending on a 

variety of concentration of resveratrol. The ethosome was com-

posed of lecithin : ethanol at a weight ratio of 2.0 : 20.0. The 

data is shown as mean ± S.D. (n = 3) (a* : without resveratrol).

Figure 3. Loading efficiency of resveratrol in ethosome depen-

ding on a variety of concentration of resveratrol. The ethosome 

was composed of lecithin : ethanol at a weight ratio of  2.0 : 20.0.

The data is shown as mean ± S.D. (n = 3) (a* : without resve-

ra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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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및 0.08% (w/w)의 레스베라트롤 농도로 에토좀을 

제조하였을 경우 레스베라트롤의 봉입효율이 81.25%

로 최대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3. 콜레스테롤의 비율 변화에 따른 입자 크기 확인 및 

봉입효율

Figure 4는 콜레스테롤의 함량에 따른 입자의 크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레시틴 : 에탄올 : 레스베라트

롤의 비율을 2.0 : 20.0 : 0.08% (w/w)로 고정하고 콜레

스테롤의 함량을 0.05 ~ 1.00% (w/w)로 증가시키며 제

조한 결과 0.05 ~ 0.10% (w/w)의 경우 입자의 크기는 

112.8 ~ 127.8 nm를 형성하였고 0.2 ~ 1.0% (w/w)는 입

자의 크기가 140.2 ~ 362.0 nm까지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콜레스테롤은 소수성물질로서 리포좀이나 에

토좀 입자 형성 시 레시틴의 소수성부분에 결합하여 

입자를 좀 더 단단한 구조로 만들어주는 물질로 알려

져 있다[17].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

자의 크기 또한 증가하는 것은 Figure 2와 같은 이유

로 콜레스테롤을 용해시키기에 한계점이 있으며 함량

이 증가할수록 콜레스테롤의 뭉침 현상으로 인해 침

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콜레스테롤이 

0.05% (w/w)일 때 112.8 nm로 제조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ure 5는 콜레스테롤의 함량에 따른 레스베라트

롤의 봉입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봉입효율 또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콜레스테롤은 레시틴의 소수성부분 꼬

리부분과 상용성이 좋고 배열층 사이에 위치하여 서

로 얽혀진 이중층을 형성하여 입자의 안정성 및 포집

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그러나 0.1% 

(w/w) 이상에서는 포집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본 실험의 에토좀 시스템에서 0.1% 

(w/w)를 넘는 콜레스테롤은 입자의 형성에 방해가 되

며 뭉침현상으로 침전된 것을 확인하였다. 0.4% (w/w)

이상의 농도에서 봉입효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침전된 콜레스테롤 등이 제거되고 안정적으로 에토좀을 

형성한 입자의 봉입효율을 측정한 결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에토좀을 형성하는데 있어 콜레스테롤의 

최적의 함량은 0.05% (w/w)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에탄올의 비율 변화에 따른 입자 크기 확인 및 봉입

효율

Figure 6은 에탄올의 함량에 따른 입자의 크기를 나

태고 있다. 레시틴 : 레스베라트롤 : 콜레스테롤의 비

율을 2.0 : 0.08 : 0.05% (w/w)로 고정하고 에탄올의 함량

을 5.0~30.0% (w/w)으로 증가시키며 제조한 결과 

5.0% (w/w)일 때 553 nm로 가장 컸으며 20.0% (w/w)

일 때 111.2 nm로 가장 작게 형성되었다. 5.0 ~ 10.0% 

(w/w)경우 용매 역할을 하는 에탄올이 부족하여 비용

매성인 수용액과 혼합 시 입자형성에 있어 매우 불리

Figure 4. Mean particle size of ethosome depending on a 

variety of concentration of cholesterol. The ethosome was 

composed of  lecithin : resveratrol : ethanol at a weight ratio of 

2.0 : 0.08 : 20.0. The data is shown as mean ± S.D. (n = 3).

Figure 5. Loading efficiency of resveratrol in ethosome depen-

ding on a variety of concentration of cholesterol. The ethosome 

was composed of lecithin : resveratrol : ethanol at a weight ratio 

of 2.0 : 0.08 : 20.0. The data is shown as mean ± S.D.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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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건으로 침전현상이 발생하였다. 30.0% (w/w)의 

경우 입자의 크기는 181.0 nm로 약간 커졌으며 이는 

에탄올과 레시틴이 서로 맞물리는 구조를 형성하여 

에탄올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이중층막 구조체계의 견고

성이 약화되는 경향의 결과로 생각된다[12]. 에탄올의 

함량이 20.0% (w/w)일 때 최적의 제조 조건임을 확인

하였다.

Figure 7은 에탄올의 함량에 따른 레스베라트롤의 

봉입효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ure 6에 의한 결과로 

용매인 에탄올이 부족한 경우 용해도가 저하되어 봉입

효율이 41.2 ~ 53.75%로 낮음을 확인하였고, 에탄올이 

과량인 경우 느슨하게 형성된 이중층의 구조로 인해 

봉입효율이 67.5%정도였다[12,19]. 에탄올의 함량이 

20.0% (w/w)일 때 봉입효율이 81.25%로 최적의 제조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3.5. 마이크로플루다이저 통과 횟수에 따른 입자 크기 확인

Figure 8은 마이크로플루다이저의 통과 횟수에 따른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마이크로플루다이저를 

통과하기 전 입자의 크기는 468.0 nm였으나 1회 통과

시 178.2 nm 2회 통과 시 115.3 nm였고, 이후 통과된 

횟수에 관계없이 113.9 nm 정도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이크로플루다이저를 통과하기 전의 상태는 Agimixer에 

의한 교반으로 혼합이나 입자 분산 시 전단응력이 크지 

않아 작고 균일한 입자를 얻기 어려웠으나 강한 전단

응력을 가할 수 있는 장치인 마이크로플루다이저를 

통과함으로써 작고 균일한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3회 

통과 이후 입자의 크기에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최적의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에토좀 제조 방법 중 수화액정 방법을 

Figure 6. Mean particle size of ethosome depending on a 

variety of concentration of ethanol. The ethosome was composed 

of lecithin : resveratrol : cholesterol at a weight ratio of  2.0 :

0.08 : 0.05. The data is shown as mean ± S.D. (n = 3).

Figure 8. Mean particle size of ethosome depending on a 

variety of micro fluidizer of passes. The ethosome was com-

posed of lecithin : resveratrol : cholesterol : ethanol at a weight ratio 

of 2.0 : 0.08 : 0.05 : 20.0. The data is shown as mean ± S.D. 

(n = 3).

Figure 7. Loading efficiency of resveratrol in ethosome depen-

ding on a variety of concentration of ethanol. The ethosome was 

composed of lecithin : resveratrol: cholesterol at a weight ratio 

of 2.0 : 0.08 : 0.05. The data is shown as mean ± S.D.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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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하여 평균 입자의 크기가 100 nm 내외이며 레스

베라트롤의 최대 봉입효율을 만족하는 에토좀의 제조 

조건을 관찰하였다. 레시틴, 레스베라트롤, 콜레스테롤 

및 에탄올의 비율을 변화시켜 입자를 제조한 결과 레

스베라트롤의 함량이 일정할 때 레시틴의 농도가 높

아질수록 봉입효율은 증가하였으나 침전되거나 겔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레시틴의 함량이 일정할 때 

레스베라트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는 커

졌으며 최대한의 봉입효율은 레스베라트롤이 0.08% 

(w/w)일 때 81.25 ~ 88.75%를 나타내었다. 레시틴 및 

레스베라트롤의 함량이 일정할 때 콜레스테롤의 증가

할수록 입자의 크기는 증가하였고 봉입효율은 감소하

였다. 에탄올의 비율을 변화시키며 제조한 결과 함량

이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며 봉입효율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마이크로플루다이저의 

경우 3회 이상 통과 시 입자의 크기에는 상관이 없이 

일정하였다. 본 결과로서 에토좀 입자 제조 시 100 nm 

내외의 입자 크기를 만족하며 봉입효율이 가장 우수

한 조건은 레시틴 : 레스베라트롤 : 콜레스테롤 : 에탄

올 = 2.0: 0.08 : 0.05 : 20.0% (w/w)의 비율로 제조된 

경우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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