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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친수성 겔화제인 sodium stearate가 수분이 다량 함유된 수중유형의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O/W (oil in water) type의 자외선 차단제는 안정성 및 사용감이 우수하

며, W/O (water in oil) type의 자외선 차단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화가 용이하다.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를 

위해 유화제 종류, 전해질과 왁스나 오일 등을 이용하여 안정도를 높이는 방법 등이 연구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 개발은 수분이 40% 이상 함유된 수중유형으로 sodium stearate를 활용하여 

경도를 향상시켜 안정화시키고자 하였다. 자외선차단 화장료 경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사용하였으며, sodium stearate, 폴리올 및 오일을 

각 요인으로 하였다. 반응값인 경도는 경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경도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 중 특히 sodium stearate가 유의미한 값(p < 0.05)을 보였다. 또한 sodium stearate 함유로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성과 안정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ffect of sodium stearate, which is a hydrophilic gelling agent affecting on  

the hardness of O/W solid sunscreen cosmetic. The sunscreen of the O/W (oil in water) type is stable, good in use, 

and relatively easier to stabilize than the sunscreen of the W/O (water in oil) type. Methods for increasing the stability 

by using emulsifiers, electrolytes, and wax or oil have been studied for solid sunscreen.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a solid sunscreen stabilized  by increasing the hardness using sodium stearate as an O/W type containing more 

than 40% moisture.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was us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hardness of 

cosmetics, and sodium stearate, polyol and oil were used for each factor. The hardness and the reaction value was 

measured using a rheometer. As a result, sodium stearate showed a meaningful value (p < 0.05) among the three factors 

affecting hardness. In addition, the use of sodium stearate as a hydrophilic gelling agent increased the usability and 

stability of the solid sunscreen.

Keywords: sodium stearate,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solid sunscreen cosmetics, rheometer,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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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 날씨

가 지속되면서 자외선 차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

에 따라 피부에 유해한 태양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외선 차단제의 개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자

외선 차단제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의 생활 패턴,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제형의 자외선 차단제 제품

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자외선 차단 제품의 종류로는 최

종 모양이나 점도, 경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크림, 로션, 스

틱, 파우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사용이 편리하

고 손에 묻히지 않아 위생적이며, 휴대가 편리한 스틱형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4].

일반적으로 에멀젼은 구성된 상의 조성에 따라 수상이 

유상에 분산되어 있는 W/O형(water in oil, 유중수형) 및 유

상이 수상에 분산되어 있는 O/W형(oil in water, 수중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끈적임 있고, 사용감이 다소 무겁

고 번들거리는 W/O형보다 외상이 물인 형태인 O/W형은 

내수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사용감이 가볍고 보습

감 및 발림성이 우수하며, 또한 유화 안정성 확보가 용이하

여 일반적인 화장품 제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5-7].

본 연구는 부드러운 사용감, 멜팅감 및 촉촉한 발림성의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 고형화 에멀젼 경도 유지에 사용되

는 왁스 성분을 대체하여 친수성 겔화제인 sodium stearate

를 사용하여 수분이 40% 이상 다량 함유된 O/W형의 고형

화 자외선 차단제를 안정화시키고자 하였다[8,9]. 본 연구

의 주원료인 sodium stearate는 친수성인 카르복시기와 소

수성 부분인 긴 탄화수소 사슬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성

분은 친수성 머리를 바깥쪽으로 위치하고, 소수성 꼬리를 

안쪽으로 나타내어 미셀 형성을 유도하여 소수성 화합물

을 위한 친유성 환경을 형성한다. Sodium stearate는 화장품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며, 순하고 가벼운 성질의 친

수성 겔화제 및 계면활성제로 소개되어 있다(Figure 1)[10].

자외선차단 화장료 경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하여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사용하였다. 반응표면분석법이란 최적화 실험계획

법으로, 여러 개의 설명변수 X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함으

로써 어떤 반응변수 Y에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이러한 반

응의 변화가 이루는 중요한 실험인자를 활용하여 최적의 

반응값을 찾는 분석 방법이다[11].

반응표면분석에서 sodium stearate, 폴리올 및 오일을 각 

요인으로 하여 설명변수들이 반응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반응값인 경도는 경도계(rheometer)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또한 각 온도별 안정성 및 사용성 테스트

를 진행하여 최적의 처방전을 찾아 안정한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원료 및 기기

2.1.1. 원료

본 실험에서 유화제는 cetyl PEG/PPG-10/1 dimethicone 

(Evonik, Germany)을 사용하였고, 오일로는 C12-15 alkyl 

benzoate (Innospec, USA), dimethicone (Dow Chemical, USA)

을 사용하였으며, 친수성 겔화제 및 계면활성제로는 sodium 

stearate (The Hallstar Company, USA)를 이용하였다. 유상 

겔화제로는 disteardimonium hectorite (Elementis Specialties, 

UK)을 사용하였고, 전해질로는 sodium chloride (Daejungchem, 

Korea)을 사용하였다. 자외선 차단제로는 octocrylene (DSM, 

Nederland), ethylhexyl methoxycinnamate (BASF, Germany), 

ethylhexyl salicylate (DSM, Nederland), bis-ethylhexyloxyphenol 

methoxyphenyl triazine (BASF, Germany), butyl methoxydi- 

benzoylmethane (DSM, Nederland)을 사용하였다. 폴리올로

는 1,3-butylene glycol (Daicel, Japan), glycerin (KL-Kepong 

Oleomas Sdn. Bhd., Malaysia), 1,2-hexanediol (Twin Coschem 

Co., Ltd, Korea), pentylene glycol (Evonik, Germany), ethylh- 

exylglycerin (Sachem, USA)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silica 

등을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정제수는 증류수 제조기

(Pure RO 130, Human Corporation, Korea)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였다.
Figure 1. Structure of sodium ste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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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기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제조를 위하여 overhead 

stirrer (agi-mixer, SL4000, Global Lab, Korea), high speed 

emulsifier (homo-mixer, Homo Mixer Mark II, PRIMIX, 

Japan)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데이터를 반응표면분석법

을 위한 software (Design-ExpertⒷ Software Version 11, Stat- 

Ease, Inc., USA)을 이용하여 최적화하였다. 제조된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경도(hardness) 측정을 위하여 rheometer 

(Compac-100, Sun Scientific, Japan)을 사용하였다. 제조된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유화 입자는 microscope (Eclipse 

Ni-U, Nikon,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제조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제조를 확인하기 위한 방

법으로 Table 1과 같이 폴리올을 포함한 수상인 A상을 70 ∼ 
75 ℃ 온도로 가열한 후, agi-mixer를 이용해 sodium stearate 

B상을 A상에 서서히 첨가하여 완전히 분산시켰다. 이때, 온도 

조건은 70 ∼ 75 ℃ 사이를 유지하였으며, 유상인 C상을 70 

∼ 75 ℃로 가열하여 완전 분산, 용해한 후, A상에 투입하여 

1500 ∼ 1600 rpm으로 5 min 동안 Agi-mixing하였다. 유화 후 

제조한 에멀젼을 실온에서 60 ℃까지 냉각 후 실험 용기에 

충진 하였다.

2.2.2. 반응표면분석법의 독립변수 및 변수의 수준 결정

최적의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개발을 위한 독

립 변수와 변수의 수준 설정을 위한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

다. 폴리올 함량, 친수성 겔화제 함량, 오일 함량을 독립변

수로 설정하였고, 몇 가지 변수의 수준을 조절하면서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Table 1).

실험설계를 위해 통계 소프트웨어인 Design-ExpertⒷ을 

사용하여 반응표면분석법의 한 종류인 박스-벤컨 계획법

(Box-Behnken design)을 수행하였다. 박스-벤컨 계획법은 3

개 이상의 요인을 가질 경우 3수준의 실험을 실행하여, 전

체 입방체의 중심점(Center)과 정사면체의 각 꼭지점 사이

의 위치한 중앙점(IBFact)으로 구성된다. 다음 Figure 2는 

요인이 3개일 때 박스-벤컨 계획법 구조도 및 배치표를 나

타낸 것이다[11,12].

Ingredients
Sample (wt%)

S1 S2 S3 S4 S5 S6 S7

A

DI-water to 100

Polyol
(1,3-butylene glycol : Glycerin)

12.0 (2 : 1 ∼ 3 : 0)

1,2-hexanediol 2.0

Pentylene glycol 1.0

Sodium chloride - - - - 0.5 0.5 0.5

B Sodium stearate 15.0 12.0 12.0 12.0 12.0 12.0 10.0

C

Octocrylene 9.0

Ethylhexyl methoxycinnamate 7.0

Ethylhexyl salicylate 4.0

Butyl methoxydibenzoylmethane 1.0

Bis-ethylhexyloxyphenol methoxyphenyl triazine 1.0

C12-15 alkyl benzoate 5.0 5.0 5.0 8.0 8.0 8.0 8.0

Dimethicone 0.2

Silica 0.5

Cetyl PEG/PPG-10/1 dimethicone 0.5

Ethylhexylglycerin 0.1

Disteardimonium hectorite 0.5 0.5 0.5 0.5 0.5 - -

Table 1. Formulation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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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Figure 2는 3개의 변수로 구성된 박스-벤컨 설계를 

보여준다. A, B, C는 3개의 요인을 나타내며, -1, 0, +1의 3

수준 요인 배치법을 나타낸다. 중앙값은 Figure 2 정육면체

의 중심점을 나타내며, 최적화를 위한 실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5회 반복 실험을 실시한다. 정

육면체의 각 모서리 중간에 있는 점들은 IBFact 값을 나타

내며, 3요인, 3수준 실험에서 12개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중심점 5회 반복실험을 포함하여 총 17회의 실험을 실시

하게 된다[11].

2.2.3. Agi-mixer를 이용한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최적화

몇 가지 변수의 수준을 조절하면서 진행한 예비 실험의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3개의 독립 변수 및 변수의 수준

이 결정되었다.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 제조하여 예

비 실험 후, 박스-벤컨 계획법이 수행되었다. 독립 변수로

는 폴리올 함량(13.5 ∼ 17.5%), sodium stearate 함량(8.0 ∼ 
12.0%), 오일 함량(27.0 ∼ 33.0%)이 선정되었다(Table 2). 

독립 변수들의 정확한 평량을 위해 폴리올 및 오일 베이스

를 제조한 후 사용하였다(Table 3,4). 독립 변수로 선택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외부로부터 오

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7회의 실험을 반복 실험 

없이 진행하였으며(Table 5), 이에 따른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Equation 1). 반응 변수로 경도, 발림성(spreadability), 

수분감(moisture) 및 단단함(stiffness)을 측정하였다.

Yi = a0 + a1A + a2B + a3C + a12AB + a13AC + a23BC

                                          (Equation 1)

Ingredients wt (%)

A

1,3-butylene glycol 8.0

Glycerin 4.0

1,2-hexanediol 2.0

Pentylene glycol 1.0

Sodium chloride 0.5

Table 3. Composition of Polyol Base

A B C

IBFact

-1 -1 0

+1 -1 0

-1 +1 0

+1 +1 0

-1 0 -1

+1 0 -1

-1 0 +1

+1 0 +1

0 -1 -1

0 +1 -1

0 -1 +1

0 +1 +1

Center 0 0 0

Figure 2. Structure of Box-Behnken design for three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Level

Low (-1) Middle (0) High (+1)

A : Polyol (wt%) 13.5 15.5 17.5

B : Sodium stearate (wt%) 8.0 10.0 12.0

C : Oil (wt%) 27.0 30.0 33.0

Table 2. Independent Variable Range of Optimiza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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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wt (%)

C

Octocrylene 9.0

Ethylhexyl methoxycinnamate 7.0

Ethylhexyl salicylate 4.0

Butyl methoxydibenzoylmethane 1.0

Bis-ethylhexyloxyphenol methoxyphenyl 
triazine

1.0

C12-15 alkyl benzoate 8.0

Dimethicone 0.2

Silica 0.5

Cetyl PEG/PPG-10/1 dimethicone 0.5

Ethylhexylglycerin 0.1

Table 4. Composition of Oil Base

Yi은 예상 반응값이며, A, B, C는 각각의 독립변수를 나타

낸다. ai는 선형항 계수이고, aij는 상호작용항 계수를 나타

내며, a0는 상수이다[13,14].

2.2.4. Homo-mixer를 이용한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최적화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유화 안정성 향상 위한 

방법으로 homo-mixer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폴리올 베이

스를 포함한 A상을 70 ∼ 75 ℃ 온도로 가열한 후, agi-mixer

이용해 sodium stearate B상을 A상에 서서히 첨가하여 완전

히 분산시켰다. 이때, 온도 조건은 70 ∼ 75 ℃ 사이를 유지

하였으며, 오일 베이스 C상을 70 ∼ 75 ℃로 가열하여 완전 

분산, 용해한 후, 수상에 투입하여 2000 ∼ 2100 rpm으로 5 

min 동안 유화하였다. 유화 후 제조한 에멀젼을 실온에서 60 

℃까지 냉각하였다. 최적화 실험은 앞서 agi-mixer로 진행한 

실험과 동일한 처방으로 진행하였다(Table 5).

2.2.5. 경도 측정

경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조 후 스틱 용기에 충진된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15 mL)를 25 ℃ 항온조에서 

1 일 동안 보관한 후, rheometer를 이용하여 3회씩 측정하

여 평균값을 구하였다(accessory No. 10, 2 ㎜Φ, 10 kg, 10 

mm/min, 10 mm depth)[15].

2.2.6. 온도별 안정도 평가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온도별 안정도를 평가

하기 위해 제조된 자외선 차단제를 스틱 용기에 충진 후, 

실온(25 ℃), 냉온(5 ℃), 고온(45 ℃)에 보관하며 1개월간 

Factor 1 Factor 2 Factor 3

Run Space type A: Polyol B: Sodium stearate C: Oil

(wt%) (wt%) (wt%)

1 Center 15.5 10.0 30.0

2 IBFact 17.5 10.0 33.0

3 Center 15.5 10.0 30.0

4 IBFact 15.5 12.0 33.0

5 IBFact 17.5 8.0 30.0

6 Center 15.5 10.0 30.0

7 IBFact 17.5 12.0 30.0

8 IBFact 17.5 10.0 27.0

9 IBFact 15.5 12.0 27.0

10 IBFact 15.5 8.0 33.0

11 Center 15.5 10.0 30.0

12 IBFact 13.5 12.0 30.0

13 Center 15.5 10.0 30.0

14 IBFact 13.5 10.0 33.0

15 IBFact 13.5 10.0 27.0

16 IBFact 13.5 8.0 30.0

17 IBFact 15.5 8.0 27.0

Table 5. Independent Variable Range for O/W Emulsion Sunscreen Stick Optimiza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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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여 안정도(외관변화, 냄새, 경도 등)를 평가하였다.

2.2.7. 관능 평가

실험을 통해 제조된 실험품은 10점법을 이용하여 점수

가 클수록 발림성이 좋음, 수분감이 좋음, 더 단단함에 대

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평가를 실시하였다. 단단함의 경우 

손가락으로 실험품을 압착하여 무른 정도를 확인하였다. 

2.2.5. 경도 측정에서는 뽀족한 날로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

를 자를 때에 경도계에 걸리는 절단응력이나 단단함은 좀 

더 넓은 면적으로 누를 때의 감각적인 압력으로 비교된다. 

관능 평가자는 23 ∼ 29세 남여 10명(여자 7명, 남자 3

명)으로 실험품을 사용하기 전에 평가에 대한 설명과 시험

부위(얼굴 안면 좌, 우 및 손등)를 세척하고 실험실에서 30 

min 동안 안정을 취한 후에 실시하였다. 

2.2.8. 유화 방법에 따른 유화 입자의 비교

제조 방법이 다른 두 타입의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유화 입자 형태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학현미경으

로 관찰을 진행하였다. 실험품이 고형물이며, 온도에 따라 

성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65 ∼ 70 ℃로 가열한 정제

수에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 3%를 희석하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반응표면분석법의 독립변수 및 변수의 수준 결정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개발을 위한 독립 변수

와 변수의 수준 설정을 위한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

조된 고형화 에멀젼의 안정성, 발림성 및 경도 등을 평가

하였다(Table 6).

예비 실험 결과 sodium stearate 함량 10 ∼ 15%를 함유

한 실험품(S1 ∼ S7) 모두 각 온도별 안정성 테스트에서 

30 일 동안 침전물, 변색, 변취 등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한 

제형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발림성(사용감) 부분에서는 

sodium stearate 함량 15%를 함유한 실험품의 경우 경도가 

높아 단단하여, 피부에 도포 시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 

없고, 뻑뻑해서 잘 발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상의 sodium chloride 함량과 유상의 disteardimonium 

hectorite 함량에서 오는 물성 차이보다는 sodium stearate 함

량에 따라 물성 차이(특히, 경도)가 커서, 향후 실험에서는 

sodium stearate 함량을 감소시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sodium stearate 함량 10%가 경도 및 발

림성 등에서 적절하며, 또한 경도, 발림성 및 안정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폴리올과 오일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였

다. 폴리올과 sodium stearate는 ± 2%, 오일은 ± 3%의 변수

의 수준을 바탕으로 폴리올 함량(13.5 ∼ 17.5%), sodium 

stearate 함량(8.0 ∼ 12.0%), 오일 함량(27.0 ∼ 33.0%)의 3가

지를 요인으로 선택하여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최적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Agi-mixer를 이용한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최적화

예비 실험의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된 3가지 독

립 변수 및 변수의 수준을 바탕으로 진행한 최적화 실험에

서의 반응 변수의 값을 나타내었다(Table 7).

최적화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Design-ExpertⒷ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내었다(Table 8).

3.2.1. 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반응 변수인 경도를 rheometer를 이용하여 3회씩 측정하

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최적화 실험을 진행한 후, 경도

를 측정한 결과 sodium stearate 함량이 경도에 가장 큰 영

Storage condition
Sample

S1 S2 S3 S4 S5 S6 S7

Stability
(30 day)

25 ℃ Stable Stable Stable Stable Stable Stable Stable

5 ℃ Stable Stable Stable Stable Stable Stable Stable

45 ℃ Stable Stable Stable Stable Stable Stable Stable

Spreadability (1)10 point method) 1 2 3 4 5 6 8

Hardness (g) 380 210 200 200 240 220 180

1) 10 point method: 1 (very bad) ~ 10 (very good)

Table 6. Evaluation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Preliminary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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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odium stearate 함량이 

8%일 때 최적의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경도 측정 결과를 

포함하여, 분산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Table 8), 다

음 반응값에 대해 선형(Linear) 모델이 적합한 모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 선형 모델의 p-value는 0.0001 (< 0.05)

이며, F-value는 16.03으로 모델이 유의미한 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Lack-of-fit p-value는 0.0697 (p > 0.05)이므

로 모델의 적합 결여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른 반응

변수 경도에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Equation 2).

Y1 = 228.24 + 12.5A + 50.0B + 5.0C     (Equation 2)

Equation 2 모델식에서 Y1은 경도 값이고, A는 폴리올 

함량, B는 sodium stearate 함량, C는 오일 함량을 나타낸다. 

Equation 2에서 모든 항이 반응 변수와 상호작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Table 9에 나타낸 각 계수의 p-value를 살펴

보면 sodium stearate 함량이 경도 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만(< 0.05), 폴리올 및 오일의 함량은 실험 범위 내에

서 유의성을 갖지 않음(> 0.05)을 알 수 있다(Table 9). 

Y1-
Hardness (g)

Y2-
Spreadability

Y3-
Moisture

Y4-
Stiffness

p-value 0.0001 0.0001 0.0484 0.0001

F-value 16.03 1.21 3.76 22.34

R2 0.7872 0.9258 0.9197 0.8375

Adjusted R2 0.7381 0.9087 0.8715 0.8001

SD 21.12 0.4792 0.5369 0.6718

Lack-of-fit p-value 0.0697 0.4581 0.3090 0.3142

Model Linear Linear 2FI Linear

Table 8. ANOVA for Selected Factorial Model

Run Space type
Response 1

Hardness
(g)

Response 2
Spreadability

(point)

Response 3
Moisture
(point)

Response 4
Stiffness
(point)

A-1 Center 200 3 3 4

A-2 IBFact 260 4 4 5

A-3 Center 200 3 3 4

A-4 IBFact 280 2 3 5

A-5 IBFact 200 5 5 1

A-6 Center 220 4 4 4

A-7 IBFact 320 2 2 6

A-8 IBFact 230 3 3 5

A-9 IBFact 280 1 1 5

A-10 IBFact 170 6 5 1

A-11 Center 220 3 3 3

A-12 IBFact 240 1 1 5

A-13 Center 220 3 3 3

A-14 IBFact 250 4 3 3

A-15 IBFact 240 3 2 3

A-16 IBFact 180 6 6 2

A-17 IBFact 170 6 6 2

10 point method: spreadability and moisture: 1 (very bad) ~ 10 (very good), stiffness: 1 (soft) ~ 10 (hard)

Table 7. Box-Behnken Design Experiments for O/W Emulsion Sunscreen Stick Optimization Using Agi-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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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발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8의 발림성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선형 모델이 

예측에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선형 모델

의 p-value는 0.0001 (< 0.05)이며, F-value는 1.21로 모델이 

유의성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Lack-of-fit p-value는 

0.4581 (p > 0.05)이므로 모델의 적합 결여가 없고, 결정계

수(R2) 0.9258, 조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0.9087로 모

델이 주어진 영역에서 시스템을 잘 나타냄을 보여주며, 이

에 따른 반응변수 발림성에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Equation 3).

Y2 = 3.47 - 2.13B + 0.375C              (Equation 3)

Equation 3 모델식에서 Y2은 발림성 값이고, 폴리올 함

량은 Y값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sodium stearate의

경우 반응 변수와 상반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Table 9에 나

타낸 각 계수의 p-value를 살펴보면 sodium stearate와 오일 

함량이 발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0.05), 폴리

올 함량은 실험 범위 내에서 유의성을 갖지 않음(> 0.05)을 

알 수 있다(Table 9). 

3.2.3. 수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산분석 결과 수분감은 상호작용(2FI) 모델이 예측에 

적합하였다(Table 8). 모델의 p-value는 0.0484 (< 0.05)이고, 

F-value는 3.76로 모델이 유의미한 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Lack-of-fit p-value는 0.3090 (p > 0.05)이므로 모델의 

적합 결여를 나타내지 않았고, 결정계수 0.9197, 조정된 결

정계수는 0.8715로 모델이 주어진 영역에서 시스템을 잘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반응변수 수분감에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Equation 4).

Y3 = 3.35 + 0.25A - 1.88B + 0.3750C + 0.5AB + 0.75BC 

                                           (Equation 4)

Equation 4 모델식에서 Y3은 수분감 값이고, sodium stearate 

항을 제외한 모든 항이 반응 변수와 상호작용항임을 나타

내었다. Table 9에 나타낸 각 계수의 p-value를 살펴보면 

sodium stearate 함량이 수분감 값에 유의미한 영향(< 0.05)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sodium stearate와 오일

Intercept A: Polyol B: Sodium stearate C: Oil

Hardness (g) 228.235 12.5 50.0 5.0

p-value 0.1180 < 0.0001*** 0.5148

Spreadability 37.25 0 36.12 1.13

p-value 1.0 < 0.0001*** 0.0454*

Moisture 33.0 0.5 28.12 1.13

p-value 0.2182 < 0.0001*** 0.0764

Stiffness 30.25 2.0 28.13 0.1250

p-value 0.0553 < 0.0001*** 0.6076

AB AC BC A² B² C²

Hardness (g)

p-value

Spreadability

p-value

Moisture 1.0 0 2.25

p-value 0.0921 1.0 0.0190*

Stiffness

p-value
*p ≤ 0.05; **p ≤ 0.01; ***p ≤ 0.001

Table 9. Coefficients Table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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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3D response surface. 

(A-C): Hardness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using agi-mixer depending on polyol, sodium stearate and oil concentration (%); 

(D-F): spreadability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using agi-mixer depending on polyol, sodium stearate and oil concentration (%);

(G-I): moisture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using agi-mixer depending on polyol, sodium stearate and oil concentration (%); 

(J-L): stiffness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using agi-mixer depending on polyol, sodium stearate and oil concen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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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항이 수분감에 유의미한 영향(< 0.05)을 미침을 

알 수 있다. 3D 반응표면 그래프에서 sodium stearate 함량

이 감소할수록 수분감이 증가하고, 오일 함량이 증가할수

록 수분감이 증가한다(Figure 3-I).

3.2.4. 단단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8의 단단함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다음 반응값에 

대해 선형 모델이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선형 모델의 p-value가 0.0001 (< 0.05)이며, F-value가 22.34

로 모델이 유의미한 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Lack-of- 

fit p-value는 0.3142 (p > 0.05)이므로 모델의 적합 결여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른 반응변수 경도에 모델식은 다

음과 같다(Equation 5).

Y4 = 3.59 + 0.5A + 1.88B – 0.125C        (Equation 5)

Equation 5 모델식에서 Y4은 단단함 값이고, Equation 5

에서 오일 항은 반응 변수와 상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Table 9에 나타낸 각 계수의 p-value를 살펴보면 sodium 

stearate 함량이 단단함 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0.05), 폴리올 및 오일의 함량은 실험 범위 내에서 유의성

을 갖지 않음(> 0.05)을 알 수 있다(Table 9). 

3.3. Homo-mixer를 이용한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최적화

예비 실험의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된 3가지 독

립 변수 및 변수의 수준을 바탕으로 진행한 최적화 실험에

서의 반응 변수의 값을 나타내었다(Table 10).

최적화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Design-ExpertⒷ을 

이용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결과

를 다음 표에 나타내었다(Table 11).

3.3.1. 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험 설계에 따라 제조된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

의 경도를 측정하였다. Agi-mixer를 이용한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최적화 실험으로 제조된 실험품들과 비

Response 1 Response 2 Response 3 Response 4

Run Space type Hardness Spreadability Moisture Stiffness

(g) (point) (point) (point)

H-1 Center 170 4 3 3

H-2 IBFact 200 5 5 4

H-3 Center 140 4 4 4

H-4 IBFact 170 2 2 5

H-5 IBFact 90 7 6 1

H-6 Center 170 4 3 4

H-7 IBFact 210 2 1 6

H-8 IBFact 130 3 2 5

H-9 IBFact 210 2 1 7

H-10 IBFact 120 6 6 2

H-11 Center 120 4 4 3

H-12 IBFact 180 2 2 6

H-13 Center 140 3 4 3

H-14 IBFact 130 4 4 4

H-15 IBFact 165 3 3 4

H-16 IBFact 130 6 6 2

H-17 IBFact 130 6 6 2

10 point method: spreadability and Moisture: 1 (very bad) ∼ 10 (very good), stiffness: 1 (soft) ~ 10 (hard)

Table 10. Box-Behnken Design Experiments for O/W Emulsion Sunscreen Stick Optimization Using Homo-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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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을 때, agi-mixer를 이용한 실험품의 경우에는 측정

한 데이터 값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homo-mixer를 이

용하여 제조된 실험품의 경우에는 측정 오차가 적었으며, 

대부분의 실험품들의 경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homo-mixer로 제조한 실험품이 agi-mixer로 제조

한 실험품보다 물과 오일의 입자가 더 작고 균일하게 유화

되어 이러한 경향을 띄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데이터

를 가지고 분산분석을 진행하였으며(Table 11), 다음 반응

값에 대해 선형 모델이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선형 모델의 p-value (< 0.05), F-value 7.19은 모델이 

유의미한 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Lack-of-fit p-value는 

0.3265 (p > 0.05)이므로 모델의 적합 결여가 없고 주어진 

영역에서 시스템을 잘 나타냄을 보여준다. 이에 따른 반응

변수 경도에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Equation 6).

Y1 = 159.118 + 15.625A + 37.5B – 14.375C  (Equation 6)

Equation 6 모델식에서 Y1은 경도 값이고, A는 폴리올 

함량, B는 sodium stearate 함량, C는 오일 함량을 나타낸다. 

Table 12에 나타낸 각 계수의 p-value를 살펴보면 sodium 

stearate 함량이 경도 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0.05), 폴리올 및 오일의 함량은 실험 범위 내에서 유의성

을 갖지 않음(> 0.05)을 알 수 있다(Table 12). 

3.3.2. 발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11의 발림성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선형 모델이 

예측에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선형 모델

의 p-value는 0.0001 (< 0.05)이며, F-value는 51.26로 모델이 유

의성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Lack-of-fit p-value는 0.4193 

(p > 0.05)이므로 모델의 적합 결여가 없고, 결정계수 

0.9221, 조정된 결정계수는 0.9041로 모델이 주어진 영역에

서 시스템을 잘 나타냄을 보여주며, 이에 따른 반응변수 

발림성에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Equation 7).

Y2 = 3.94 + 0.25A - 2.13B + 0.375C       (Equation 7) 

Yi-
Hardness (g)

Y2-
Spreadability

Y3-
Moisture

Y4-
Stiffness

p-value 0.0043 0.0001 0.0001 0.0001

F-value 7.19 51.26 45.88 30.92

R2 0.6239 0.9221 0.9137 0.8771

Adjusted R2 0.5371 0.9041 0.8938 0.8487

SD 26.25 0.4955 0.5638 0.6337

Lack-of-fit p-value 0.3265 0.4193 0.5073 0.3719

Model Linear Linear Linear Linear

Table 11. ANOVA for Selected Factorial Model

Intercept A: Polyol B: Sodium stearate C: Oil

Hardness (g) 159.118 15.625 37.5 -14.375

p-value 0.1161 0.0014** 0.1454

Spreadability 37.75 0.5 36.13 1.13

p-value 0.1771 < 0.0001*** 0.0518

Moisture 43.75 0.1250 40.50 3.13

p-value 0.5415 < 0.0001*** 0.0079

Stiffness 37.25 0 36.13 1.13

p-value 1.0 < 0.0001*** 0.1181
*p ≤ 0.05; **p ≤ 0.01; ***p ≤ 0.001

Table 12. Coefficients Table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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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3D response surface. 

(A-C): Hardness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using homo-mixer depending on polyol, sodium stearate and oil concentration (%); 

(D-F): spreadability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using homo-mixer depending on polyol, sodium stearate and oil concentration 

(%); (G-I): moisture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using homo-mixer depending on polyol, sodium stearate and oil concentration 

(%); (J-L): stiffness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using homo-mixer depending on polyol, sodium stearate and oil concen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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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7 모델식에서 Y2은 발림성 값이고, sodium 

stearate의 경우 반응 변수와 상반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12에 나타낸 각 계수의 p-value를 살펴보면 sodium 

stearate는 발림성 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0.05), 

폴리올 및 오일의 함량은 실험 범위 내에서 유의성을 갖지 

않음(> 0.05)을 알 수 있다(Table 12). 

3.3.3. 수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산분석 결과 3요인 수분감은 선형 모델이 예측에 적

합하였다(Table 11). 모델의 p-value는 0.0001 (< 0.05)이고, 

F-value는 45.88로 모델이 유의미한 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Lack-of-fit p-value는 0.5073 (p > 0.05)이므로 모델의 

적합 결여를 나타내지 않았고, 결정계수 0.9137, 조정된 결

정계수는 0.8938로 모델이 주어진 영역에서 시스템을 잘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반응변수 수분감에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Equation 8).

Y3 = 3.65 - 0.125A - 2.25B + 0.625C       (Equation 8)

Equation 8 모델식에서 Y3은 수분감 값이고, 폴리올과 

sodium stearate 항이 반응 변수와 상반 관계임을 나타내었

다. Table 12에 나타낸 각 계수의 p-value를 살펴보면 sodium 

stearate와 오일 함량이 수분감 값에 유의미한 영향(< 0.05)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폴리올 함량은 실험 범

위 내에서 유의성을 갖지 않음(> 0.05)을 알 수 있다(Table 12).

3.3.4. 단단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11의 단단함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다음 반응값에 

대해 선형 모델이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선형 모델의 p-value가 0.0001 (< 0.05)이며, F-value가 30.92

로 모델이 유의미한 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Lack- 

of-fit p-value는 0.3719 (p > 0.05)이므로 모델의 적합 결여

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른 반응변수 경도에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Equation 9).

Y4 = 3.82 + 2.13B –0.375C                (Equation 9) 

Equation 9 모델식에서 Y4은 단단함 값이고, 오일 항은 

반응 변수와 상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Table 12에 나타낸 

각 계수의 p-value를 살펴보면 sodium stearate 함량이 단단

함 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0.05), 폴리올 및 오

일 함량은 실험 범위 내에서 유의성을 갖지 않음(> 0.05)을 

알 수 있다(Table 12). 

3.4. 온도별 안정도 평가

3.4.1. Agi-Mixer를 이용한 O/W 제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

Agi-mixer를 이용해 제조한 실험품의 1개월 간 각 온도

별(25 ℃, 5 ℃, 45 ℃) 안정성 평가 결과, 제조된 고형화 

에멀젼 Run A-2, A-4, A-5, A-10 실험품들이 오일이 분리

되는 불안정한 상태를 관찰하였다. Agi-mixer를 이용해 제

조한 실험품의 경우에 독립 변수 중 폴리올과 오일 함량이 

높은 경우 안정도에 불리함을 알 수 있었다. Sodium 

stearate 함량보다는 폴리올 및 오일 함량에 비율(폴리올 : 

오일 = 17.5% : 33.0%; 15.5% : 33.0%; 17.5% : 30.0%; 

15.5% : 33.0%)에 따라서 안정성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폴

리올과 오일 함량이 높은 경우라도 sodium stearate 함량이 

높으면 안정도에 유리하였다. 결과적으로, 3개의 독립 변

수 함량 비율의 조절이 고형화 에멀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3).

3.4.2. Homo-mixer를 이용한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

Homo-mixer를 이용해 제조한 실험품의 각 온도별(25 ℃, 

5 ℃, 45 ℃) 안정성 평가 결과, 제조된 고형화 에멀젼 Run 

H-2을 제외한 모든 실험품이 안정적인 제형을 가지는 것

을 관찰하였다. Homo-mixer를 이용해 제조한 실험품은 agi- 

mixer를 이용해 제조한 실험품보다 안정도가 양호하였으며, 

Run H-2와 같이 독립 변수 중 폴리올과 오일 함량이 가장 

높은 경우(폴리올 : 오일 = 17.5% : 33.0%) 안정도에 불리함

을 알 수 있었다. Run H-2의 경우도 sodium stearate 함량이 

12%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

으로, 3개의 독립 변수 함량 비율의 조절이 고형화 에멀젼 안

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4).

3.5.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최적화 결과

통계 소프트웨어인 Design-ExpertⒷ을 이용하여 실험 결

과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homo-mixer를 이용한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 처방이 더 안정적이며 최적화되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품은 반응값인 경도, 

발림성, 수분감, 단단함뿐만 아니라, 안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조건을 처방에 적용하였다(Table 15). Table 15에

서와 같이 homo-mixer를 이용한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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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Appearance 25 ℃ 5 ℃ 45 ℃
H-1 White opaque O O O

H-2 Light yellow opaque △ △ △
H-3 White opaque O O O

H-4 White opaque O O O

H-5 White opaque O O O

H-6 White opaque O O O

H-7 White opaque O O O

H-8 White opaque O O O

H-9 White opaque O O O

H-10 White opaque O O O

H-11 White opaque O O O

H-12 White opaque O O O

H-13 White opaque O O O

H-14 White opaque O O O

H-15 White opaque O O O

H-16 White opaque O O O

H-17 White opaque O O O

Table 14. Stability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Optimization Using Homo-mixer for Each Sample (O: Stable, △: Unstable)

Run Appearance 25 ℃ 5 ℃ 45 ℃
A-1 White opaque O O O

A-2 Light yellow opaque △ △ △
A-3 White opaque O O O

A-4 White opaque △ △ △
A-5 Light yellow opaque △ △ △
A-6 White opaque O O O

A-7 White opaque O O O

A-8 White opaque O O O

A-9 White opaque O O O

A-10 Light yellow opaque △ △ △
A-11 White opaque O O O

A-12 White opaque O O O

A-13 White opaque O O O

A-14 White opaque O O O

A-15 White opaque O O O

A-16 Light yellow opaque O O O

A-17 Light yellow opaque O O O

Table 13. Stability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Optimization Using Agi-mixer for Each Sample (O: Stable, △: Un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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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제의 실험품들의 경도 차이가 줄어들고 안정화되었으며, 

발림성과 단단함 등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한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

의 최적화 처방을 확인하였다(Table 16). 폴리올 함량 15.892%, 

sodium stearate 함량 8.284%, 오일 함량 30.0%의 처방을 이

용하여 실험을 진행할 경우 경도 130.0 g, 발림성 5.814, 수

분감 5.553, 단단함 2.000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3.6. 유화 방법에 따른 유화 입자의 비교

유화 방법에 따른 유화 입자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Agi- 

mixer로 제조한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입자 크기가 

고르지 못하며, 안정적이지 못한 유화 입자 형태의 있었으

며, 평균적으로 5 μm 이상의 입자 크기를 보였다. 그러나 

homo-mixer로 제조한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더욱 

작고 조밀한 입자를 형성한 것을 관찰하였으며, 평균적으

로 1 ∼ 5 μm 사이에 입자 크기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

로, homo-mixer를 이용한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가 

더 입자 크기가 균일하고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고, 안정적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5, 6).

Name Goal Lower Limit Upper Limit

A: Polyol is in range 13.5 17.5

B: Sodium Stearate is target = 8 8.0 12.0

C: Oil is target = 30 27.0 33.0

Agi-mixer

Hardness (g) none 170 320

Spreadability none 1 6

Moisture none 1 6

Stiffness none 1 6

Homo-mixer

Hardness (g) is target = 130 90 230

Spreadability is target = 6 2 7

Moisture is target = 6 1 6

Stiffness is target = 2 1 7

1) H (g): Hardness (g), 2) S: Spreadability, 3) M: Moisture, 4) S: Stiffness, 5) D: Desirability

Table 15. O/W Emulsion Sunscreen Stick Using Homo-mixer Optimization Criteria 

No. Polyol
Sodium
Stearate

Oil 1)H (g) 2)S 3)M 4)S 5)D

1 15.892 8.284 30.000 130.000 5.814 5.553 2.000 0.965 Selected

2 15.941 8.263 30.000 130.117 5.842 5.573 1.978 0.964

3 15.869 8.283 29.997 130.000 5.811 5.555 2.000 0.964

4 15.900 8.287 30.025 130.334 5.815 5.555 2.000 0.963

5 15.991 8.243 30.000 130.000 5.869 5.593 1.957 0.963

6 15.880 8.280 29.965 130.542 5.812 5.551 2.000 0.963

7 16.015 8.232 30.000 130.000 5.884 5.603 1.945 0.963

8 16.135 8.182 30.000 130.000 5.952 5.652 1.892 0.960

9 15.928 8.297 30.109 130.000 5.818 5.559 2.000 0.959

10 16.687 8.284 30.000 132.102 5.913 5.504 2.000 0.957

11 15.669 8.295 30.000 130.000 5.774 5.554 2.012 0.956

12 17.403 8.284 30.000 132.213 6.002 5.459 2.000 0.949

13 14.400 8.284 30.000 132.619 5.627 5.647 2.000 0.906 `

Table 16. O/W Emulsion Sunscreen Stick Using Homo-mixer Optimal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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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A-1 Run A-2 Run A-3

Run A-4 Run A-5 Run A-6

Run A-7 Run A-8 Run A-9

Run A-10 Run A-11 Run A-12

Run A-13 Run A-14 Run A-15

Run A-16 Run A-17

Figure 5. Particle shape and size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agi-mixing,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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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H-1 Run H-2 Run H-3

Run H-4 Run H-5 Run H-6

Run H-7 Run H-8 Run H-9

Run 10 Run 11 Run 12

Run H-13 Run H-14 Run H-15

Run H-16 Run H-17

Figure 6. Particle shape and size of O/W emulsion sunscreen stick (homo-mixing,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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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경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변수 3가지, 폴리

올, sodium stearate 및 오일 함량을 각 요인으로 하여, 반응

표면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제조 방법에 따

른 안정성 및 사용감 등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반응 변수

의 값을 측정하여 분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비교하였을 

때 agi-mixer보다 homo-mixer를 이용한 O/W형 고형화 자외

선 차단제를 제조하였을 때 좀 더 최적화된 결과를 확인하

였다. 이는 유화 제품에서 예측되는 바와 같이 homo-mixer

를 이용한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유화 입자 크기가 좀 

더 균일하고 조밀하게 분포되어, 안정성 및 성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분산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도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 중 특히 sodium stearate가 반응 변수인 경도, 발림성, 

수분감 및 단단함에 모두 유의미한 값(p < 0.05)을 보였으

며, 오일의 경우는 발림성에 유의미한(p < 0.05) 결과를 보

아 오일은 경도 값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제품에 안

정성 및 사용감 등에는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통계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처방은 폴리올(15.892%), sodium stearate (8.284%), 

오일(30.0%)의 비율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

여 최적화된 O/W형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 제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최적화된 처방의 분산 분석과 회귀 분

석을 통한 결과 분석 및 폴리올, 오일 및 sodium stearate 

등의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요인과 유

화 입자 크기 등에 대한 관계 모델식을 정의하여 더욱 안

정화된 O/W 고형화 자외선 차단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연

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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