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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용해도가 낮은 수용성 활성물질인 바이오틴(biotin)의 안정화 및 용해도 증가를 목적으로 

나노리포좀을 활용하였다. 이번 실험을 통해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의 안정성에 pH가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H 상승이 바이오틴 활성에 튼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타사이저

(zetasizer)로 입자크기, 제타전위(zeta potential) 및 다분산지수(polydispersity index)를 측정하여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입자크기는 평균 100 ∼ 250 nm, 제타전위 –80 ∼ -30 mV로 나노리포좀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바이오틴 나노리포좀 내의 바이오틴 캡슐화율(capsulation efficiency)을 측정하기 위해 dialysis 

membrane method (DMM)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지닌을 첨가시킨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이 

일반 바이오틴 나노리포좀보다 캡슐화율이 5 배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의 경피흡수율을 

측정하기 위해 in vitro franz diffusion cell method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cryogenic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cryo - TEM)을 통해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이 잘 형성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모발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개된 바이오틴을 약물전달체(drug delivery carrier)인 나노리포좀에 

캡슐화시켜 기존의 낮은 용해도 및 석출되는 문제를 보완한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utilized nano-liposomes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and increasing the solubility of biotin, a 

water-soluble active material with low solubility. The particle size, zeta potential, and polydispersity index were confirmed 

with a nano zetasizer. It was possible to manufacture nano liposomes at 100 to 250 nm of particle size and -80 to 

-30 mV of zeta potential. Dialysis membrane method (DMM) was used to measure the capsulation efficiency of biotin 

in biotin nano-liposomes, and results showed that pH increased biotin nano-liposomes had higher capsulation efficiency 

than normal biotin nano-liposome. Through this experi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pH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stability of biotin nano-liposomes. In vitro franz diffusion cell method was used to measure in vitro skin absorption 

rate of biotin nano-liposomes. The shape of the formulation and biotin solubility in nano-liposome was observed by 

cryogenic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cryo-TEM). Through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biotin, which is introduced 

as closely related to hair health, can be incorporated into a nano-liposome drug delivery system, to make biotin 

nano-liposome with improved solubility and precipita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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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바이오틴(biotin)은 비타민 B7으로 불리는 비타민 B 복

합체의 하나다. 1927년 독일의 M. A. Boas는 실험동물에게 

과량의 생 난백을 먹이게 되면 피부염이나 탈모 등의 증상

들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 증상들을 예방하는 물

질이 동물 간장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 1931

년 독일의 P. Gorgy는 이 피부염 및 탈모 예방인자를 농축

하여 유효물질을 얻었으며, 이 물질을 피부(Haut)를 의미하

는 독일어의 첫 자를 따와 비타민 H라 명명하였다. 그 후 

비타민 H가 바이오틴과 동일한 물질이라는 것을 증명하였

고 화학구조 또한 밝혀졌으며, 1944년 S. A. Harris 연구진

에 의하여 화학적으로 합성되었다[2]. 

바이오틴은 황을 함유하였으며 물에 용해도가 낮은 비

타민으로서 여러 대사 경로에서 carboxylase 효소의 필수 

보조제 역할을 한다[3]. 바이오틴의 단백질 합성 기능 중에

서, 특히 케라틴 생성 기능은 건강한 손⋅발톱과 모발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바이오틴은 상대

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의 유효성 있는 미용 제품으로서 건

강한 머리카락과 손톱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트

렌드가 되었다[5].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바이오틴 제형

화 연구는 초기상태이며 안정성과 용해도를 함께 향상시

킬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보고된 사례가 없다. 바이오틴을 

식품 및 화장품으로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변질되지 않게 

하고 본래의 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화 기술 

즉, 제형화 기술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화장품 내 유효성분의 활성을 유지하면서 동

시에 안정하게 피부에 흡수시킬 수 있는 경피흡수 전달체

로서 리포좀(liposome) 제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 리포좀은 인지질로 구성된 구형의 소포체(vesicle)로서 

수용성 및 유용성 성분들을 동시에 캡슐화시킬 수 있어 비

타민이나 약물 등과 같은 활성성분에 대한 약물전달체

(drug delivery carrier)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 이

중 인지질은 생체막 내의 주요 구성성분으로서 리포좀을 

구성하는 인지질막 또한 생체막과 유사한 생리학적 기능

과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리포좀은 피부 친화적이고 안전

성이 우수하여 제약 및 화장품 분야 등에서 효과적인 약물

전달체로서 응용되고 있다[8]. 이에 따라 리포좀 제형을 산

업화시키기 위해서 안정성, 캡슐화율의 재현성, 입자 분포의 

균일성 등을 보완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E. Mayhew 등은 고압유화기(Microfluidizer™ 

등)를 활용하여 고농도 지질 현탁액으로부터 작은 입자크

기의 리포좀 제조방법을 보고하였다[9]. 또한 연속 흐름 미

세 유체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좀 

더 좁은 입자크기 분포를 갖는 마이크로(micro) 및 나노

(nano) 크기의 리포좀 생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10,11]. 

리포좀 종류와 특징으로 소포체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크게 multilamella vesicle (MLV)과 unilamella vesicle (ULV)

로 나눌 수 있다. 특히 ULV는 크기에 따라 large unilamella 

vesicle (LUV), small unilamella vesicle (SUV), giant 

unilamella vesicle (GUV)로 구분할 수 있다. SUV는 20∼

100 nm, LUV는 100∼1000 nm, GUV는 1000 nm 이상의 범

위를 갖는다. MLV는 소포체의 막(lamella) 형태에 따라 

oligo lamella vesicle (OLV), MLV, multi vesicular vesicle 

(MVV)로 나눌 수 있다. OLV는 100∼500 nm, MLV는 500∼

1000 nm, MVV는 200∼3500 nm 크기를 나타내며, 이외에

도 다양한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12].

소포체의 크기는 리포좀의 반감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 변수이며, 크기 및 이중층의 개수가 리포좀 내 약물 

캡슐화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리포좀은 전형적

으로 그들의 크기 및 이중층 개수에 기초하여 분류되며, 

최근 개발된 이중리포좀(double liposome) 및 MVV로 명명

된 새로운 형태의 리포좀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로 

제조된 리포좀은 다양한 효소에 대한 약물 보호를 향상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5].

리포좀 제형에 나노화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특정 유효

성분을 피부 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나노 소포체의 크

기가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보다 작아지게 된다. 때문에 나

노 크기의 입자가 포함된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하면 유효

성분이 피부에 보다 깊숙이 흡수 및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6].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피부를 통한 유효성분 

전달의 방법으로 알려진 나노리포좀의 효과 및 이용 가능

성을 알아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되는 용해도가 낮은 탈

모방지제 성분인 바이오틴을 나노리포좀에 캡슐화 시켜 

바이오틴의 리포좀에서의 안정성 및 용해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노리포좀은 구성하고 있는 인

지질 및 첨가제, 제조 공정 등에 의해서 특성이 많이 달라

지므로, 바이오틴이 리포좀에 잘 캡슐화 되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dialysis membrane method (DMM)를 이용해 바

이오틴에 대한 나노리포좀의 캡슐화율(capsulation efficiency)

을 평가하였다. 또한 in vitro franz diffusion cell 실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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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바이오틴의 경피흡수율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안정한 경피흡수 전달체로서 나노리포좀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원료 및 기기

본 실험에서 리포좀 제조를 위하여 레시틴(Lipoid S 

75-3, Lipoid, Germany)과 콜레스테롤(Cholesterol JP, Nippon 

Fine Chemical Co., LTD, Japan)을 사용하였으며, pH를 조

절하기 위해서 알지닌(L-arginine, Ajinomoto, Japan)을 사용

하였다. 용매로 부틸렌글라이콜(1,3-Butylene glycol, Daicel, 

Japan)과 일반적으로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에탄올(Ethyl 

alcohol, Daejung, Korea)을 사용하였으며, 방부제로 페녹시

에탄올(Phenoxyethanol, Galuxy, India), 정제수는 증류수 제

조기(Pure RO 130, Human Co., Korea)에서 제조한 것을(< 3 

µS/cm) 사용하였다. 바이오틴(Biotin, Sigma-Aldrich, USA)

은 순도 99% 이상의 HPLC 급으로 사용하였다. 바이오틴 

함량 분석을 위해 HPLC 용매로 사용한 메탄올, 정제수, 

아세토나이트릴 및 sodium hexanesulfonate는 Sigma-Aldrich 

(USA) 제품으로 모두 HPLC 급을 사용하였다. 나노리포좀

을 제조하기 위하여 호모믹서(T.K. Auto homomixer mark 

Ⅱ 2.5, Tokushukika, Japan)와 고압유화기(Nanodisperser, 

NLM1000, Ilshin autoclave, Korea)를 사용하였고, pH 측정

을 위해 pH meter (Orion star A111, Thermo scientific, USA)

를 사용하였으며, 입자크기, 제타전위 및 다분산지수

(polydispersity index, PDI) 측정을 위해 제타사이저(Zetasizer 

Nano ZS system, Malvern Instrument Ltd., UK)를 사용하였

다. 리포좀 내 바이오틴 캡슐화율 및 바이오틴을 정량하는

데 HPLC (Agilent 1100, Agilent Technologies, USA)를 사용

하였다.

2.2. 리포좀 제조

2.2.1. 리포좀 제조 예비실험

1) 용매조건 확립을 위한 나노리포좀 제조 예비실험

나노리포좀을 제조하기 위하여 레시틴을 포함하여 콜레

스테롤, 부틸렌글라이콜 및 에탄올로 구성되는 유상(oil 

phase)과 수상(water phase)을 각각 70 ∼ 75 ℃로 가온하여 

용해시킨 후 수상에 유상을 첨가하면서 호모믹서로 3,000 

rpm, 10 min 동안 유화시켜 리포좀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리포좀을 40 ∼ 45 ℃에서 압력 700 bar, 통과 횟수 2 회 

조건으로 고압유화 처리하여 나노리포좀을 제조하였다. 나

노리포좀의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매 종류와 함

량을 달리하여 예비실험을 진행하였다(Table 1).

2) 고압유화 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나노리포좀 제조 

예비실험

나노리포좀 제조 시 고압유화 조건 선정을 위해, Table 

1의 실험품 #1-4의 조건을 최대 압력/횟수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리포좀 제조방법은 Table 1의 실험품 제조와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2.2.2. 바이오틴 함유 나노리포좀 제조

바이오틴 함유 나노리포좀을 제조하기 위하여 예비실험

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포좀을 제조하였다. 나노리포좀 제

형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Table 1의 실험과 동일한 고

압유화 조건(압력 700 bar, 통과 횟수 2 회)에서 바이오틴 

함유 및 용매 종류와 농도를 변화시켜 실험하였다(Table 3).

2.2.3. 알지닌 첨가 바이오틴 나노리포좀 제조

Table 3 실험의 바이오틴 함유 나노리포좀에서 바이오

틴이 석출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pH를 증가시킨 바

이오틴 나노리포좀을 제조하였다(Table 4). 리포좀 및 나노

Ingredients #1-1 #1-2 #1-3 #1-4

Oil phase

Lecithin 2.5 2.5 2.5 2.5

Cholesterol 0.5 0.5 0.5 0.5

Butylene glycol 20.0 30.0 - -

Ethanol - - 10.0 15.0

Water phase
Water to 100 to 100 to 100 to 100

Phenoxyethanol 0.3 0.3 0.3 0.3

Table 1. Formula for Nano-liposome Preparation with Different Oil Phase Composition (unit: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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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좀 제조는 Table 1의 실험품 제조와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2.3. 리포좀 안정성 평가

2.3.1. 온도별 제형 안정성 관능평가

각 제조된 나노리포좀을 각각 실온(25 ℃), 냉온(4 ℃), 

항온(40 ℃)에서 보관하여 각각 1 일, 1 주일 1 개월 및 3 

개월 날짜별로 경시변화를 관찰하였다. 경시변화는 리포좀

의 투명도, 색상, 분리여부 및 바이오틴의 석출(결정화) 여

부를 관찰하였다.

2.3.2. pH 측정

나노리포좀의 pH 측정은 각각의 시료 2 g을 정제수 30 

mL로 희석하여, 25 ℃에서 pH meter로 측정하였다.

2.3.3. 입자크기 및 제타전위 측정

나노리포좀의 평균 입자크기와 제타전위 및 PDI 측정을 

위해 dynamic light scattering 방식을 활용한 제타사이저를 

Ingredients #2-1 #2-2 #2-3 #2-4 #2-5 #2-6

Oil phase

Lecithin 2.5 2.5 2.5 2.5 2.5 2.5

Cholesterol 0.5 0.5 0.5 0.5 0.5 0.5

Ethanol 15.0 15.0 15.0 15.0 15.0 15.0

Water phase
Water to 100 to 100 to 100 to 100 to 100 to 100

Phenoxyethanol 0.3 0.3 0.3 0.3 0.3 0.3

Nanodisperser condition

(pressure bar / pass)
300/1 300/2 500/1 500/2 700/1 700/2

Table 2. Formula for Nano-liposome Preparation with Different Nanodisperser Conditions (unit: wt%)

Ingredients #3-1 #3-2 #3-3 #3-4

Oil phase

Lecithin 2.5 2.5 2.5 2.5

Cholesterol 0.5 0.5 0.5 0.5

Butylene glycol 20.0 30.0 - -

Ethanol - - 10.0 15.0

Water phase

Water to 100 to 100 to 100 to 100

Biotin 0.1 0.1 0.1 0.1

Phenoxyethanol 0.3 0.3 0.3 0.3

Table 3. Formula for Biotin Capsulated in Nano-liposome (unit: wt%)

Ingredients #4-1 #4-2 #4-3 #4-4

Oil phase

Lecithin 2.5 2.5 2.5 2.5

Cholesterol 0.5 0.5 0.5 0.5

Ethanol 15.0 15.0 15.0 15.0

Water phase

Water to 100 to 100 to 100 to 100

Biotin - - 0.1 0.1

Arginine - 0.06 - 0.06

Phenoxyethanol 0.3 0.3 0.3 0.3

Table 4. Formula for Biotin Capsulated in Nano-liposome Add Arginine (unit: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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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이 때 온도는 25 ℃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정확성을 위해 원액을 갖고 측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안정성 확인을 위해 1 일, 1 주일 1 개월 및 3 개월 

주기로 측정하였다.

2.3.4. 바이오틴 함량 분석

바이오틴 함량은 HPLC system으로 분석하여 정량하였

다. 칼럼은 C18 (150 × 4.6 mm)을 사용하였으며, 검출기는 

UV 검출기(200 nm)를 사용하여 유속 1.0 mL/min, 오븐 온

도는 40 ℃, 이동상으로는 아세토나이트릴/정제수(0.02% 

인산) = 15/85로 혼합한 용매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바이

오틴 표준품 및 바이오틴 함유 나노리포좀은 메탄올(0.05% 

인산) 용매로 희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4. 리포좀의 캡슐화율 측정

나노리포좀의 바이오틴 캡슐화율을 측정하기 위해 

DMM을 이용하였다. 나노리포좀(1.0 mL)을 분취하여 300 

Da 분자량 한계인 dialysis membrane bag에 넣고 클립으로 

완전히 밀봉시켜 준비한 후, 밀봉된 dialysis membrane bag

을 1× PBS buffer (pH 7.4) 200 mL의 담긴 비커에 침지시

켜 준다. 5 h 후 membrane bag을 투과한 outer 용액과 투과

하지 못한 inner 용액을 각각 분취하여 준비한다. 각각의 

용액들은 0.45 µm syringe filter로 여과시켜준 후, HPLC 

system에서 바이오틴 함량분석 조건과 동일하게 하여 정량

하였다. 이를 통해 캡슐화율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로 

dialysis membrane bag을 투과한 시료에서의 바이오틴 함량

과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의 바이오틴 함량을 상대 비교하

여 구하였다(Equation 1). 이는 리포좀 내에 캡슐화 되지 않

은 바이오틴의 함량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dialysis 

membrane bag을 투과하지 못한 시료에서의 바이오틴 함량

과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의 바이오틴 함량을 상대 비교하

여 구하였다(Equation 2).

 







×  ····································· (Equation 1)

 






×  ····································· (Equation 2)

A = ratio of biotin in membrane outer nano-liposome (%)

B = ratio of biotin in membrane inner nano-liposome (%)

C1 = amount of biotin in origin nano-liposome (%)

C2 = amount of biotin in membrane outer nano-liposome (%)

C3 = amount of biotin in membrane inner nano-liposome (%)

2.5. In Vitro 경피흡수 실험(Franz Diffusion Cell Method)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의 경피흡수율을 확인하기 위해 

franz diffusion cell system (FDC-6T, Logan Instrument, USA)

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인공피부

(Strat-M membrane, Merck Millipore, USA)을 사용하였으며, 

각질층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donor와 receptor phase 사이

에 membrane을 고정시켰다. receptor chamber에 50% 에탄

올을 채웠으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항온수조를 통해 온

도를 37 ± 1 ℃로 유지하였다. 24 h 후 receptor chamber에

서 채취한 시료 내의 바이오틴 함량은 HPLC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또한 24 h 후 membrane에 남아있는 바이오틴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membrane을 PBS로 3 회에 걸쳐 세

척하였다. 세척 후 receptor phase와 닿지 않은 부분을 잘라

낸 후 남은 부분에 대해 가위를 이용해 세절하였다. 세절

한 membrane을 10 mL의 50% 에탄올에 넣고 1 h 동안 초

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추출 및 처리하여 membrane에 남

아있는 바이오틴 함량을 정량하였다. 

2.6.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의 형상관찰

나노리포좀의 형상 관찰은 냉전계 방출 투과전자현미경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cnai F20 G2, 

FEI Company,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의 전처

리는 cryo system을 이용하였다. 먼저, 시료의 동결처리를 

위해 jet freezing device (JFD 030, BALTEC, Pfäffikon ZH, 

Switzerland)을 이용하여 2,100 bar 이상의 고압 상태에서 

액화 질소 냉매를 이용하여 급속 동결하였다. 동결 고정 

방법에 의해 물리적으로 완전히 고정된 상태의 시료를 

freeze-fracture/etching system (MED 020 GBE, BALTEC, 

Pfäffikon ZH, Switzerland)을 통해 시편을 잘라내고 – 90 ℃

에서 탈수(etching)시켜 온도를 – 120 ℃를 유지하면서 

TEM에서 형상을 관찰하였다[17].

2.7. 통계적 검증

실험은 3 회 반복 측정하고 실험결과를 평균 ± 표준편

차로 나타내었다. 유의성은 student’s t-test로 진행하였고, 

유의성에 따라 *p < 0.05, **p < 0.01로 표시하였다. 



양성 ⋅김태양⋅이춘몽⋅이 식⋅윤경섭

한화장품학회지, 제46권 제 2 호, 2020

138

3. 결과 및 고찰

3.1. 제형 안정성 평가

3.1.1. 온도별 제형 안정성 관능평가

안정성 평가는 각각 실온(25 ℃), 냉온(4 ℃), 항온(40 

℃)에서 진행되어졌으며, 1 일, 1 주일, 1 개월 및 3 개월 

주기로 관능평가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나노리포좀 실험

품들(#3, #4)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

났으며 탁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붉어지는 현상

은 리포좀 제조 시 사용한 레시틴에서 기인하며, 탁도 증

가는 바이오틴의 석출 및 입자크기의 증가로 보인다.

관능평가 1 주일 후, 바이오틴을 함유하지 않은 나노리

포좀 #1은 모두 석출/침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data 

not shown), 바이오틴을 첨가한 나노리포좀 #3에서는 모두 

석출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바이오틴이 나노리포좀 

내에서 용매에 상관없이 석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바이오틴이 첨가된 나노리포좀 #4-4에서는 석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노리포좀 #3 및 나노리포좀 

#4-3보다 투명함을 보였다(Figures 1, 2). 이는 나노리포좀 

#4 실험을 통해 알지닌을 첨가하여 pH를 증가시킬 경우, 

나노리포좀 내의 바이오틴 석출 현상뿐만 아니라 나노리

Figure 1. Sensory evaluation of nano-liposome #3 after 1 day, 1 week, 1 month, and 3 months at room temperature.

Sample pH Sensory evaluation (after 1 week at room temperature)

#3-1 4.48 ± 0.12 deposition

#3-2 4.77 ± 0.18 deposition

#3-3 4.62 ± 0.20 deposition

#3-4 4.88 ± 0.24 deposition

#4-1 7.12 ± 0.36 clear

#4-2 9.17 ± 0.18 clear

#4-3 4.88 ± 0.21 deposition

#4-4 5.62 ± 0.12 clear

Table 5. Results of Nano-liposome pH Measurement and Sensory Evaluation

Figure 2. Sensory evaluation of nano-liposome #4 after 1 day, 1 week, 1 month, and 3 months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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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좀에서 붉어지는 현상(discoloration)이 완화되어 리포좀의 

안정성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관능평가 및 pH 측정에서 pH를 증가시킨 바이오틴 나

노리포좀이 그렇지 않은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에 비해 안

정성 면에서 유리함을 확인하였다. 바이오틴에 알지닌 첨

가에 의한 염 생성으로 용해도가 증가함으로써 바이오틴

이 석출되지 않았다.

3.1.2. 입자크기 및 제타전위 측정

1) 나노리포좀 용매선정 실험 결과(나노리포좀 #1)

나노리포좀의 입자크기 및 제타전위를 제타사이저를 통

해 측정한 결과, 제조에 사용된 용매에 따라 입자크기 및 

제타전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중 용매를 

에탄올로 사용한 제형이 부틸렌글라이콜을 사용한 제형보

다 입자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제타전위 절대값이 커, 

상대적으로 입자간의 정전기적 반발력(electrostatic repulsive 

force)의 커서 리포좀 입자의 분산 안정성이 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또한 시간경과에 따른 관찰에서도 에탄올을 용매로 선

정한 나노리포좀이 부틸렌글라이콜을 용매로 선정한 나노

리포좀에 비해 입자크기 및 제타전위 평가에서 안정한 경

향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이후 나노리포좀 제조 시 에탄

Figure 3. Results of nano-liposomes #2 particle size over tim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 0.05, **p < 0.01, ***p < 0.001 compared with each 1 day data.

Figure 4. Results of nano-liposome #2 PDI over tim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 

0.05, **p < 0.01, ***p < 0.001 compared with each 1 da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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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을 용매로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 고압유화 조건선정 실험 결과(나노리포좀 #2) 

고압유화 조건 선정을 위한 실험 결과, 고압유화기의 압

력(bar)이 높고, 처리 횟수가 많을수록 전체적으로 입자크

기가 감소하였다[10]. 낮은 압력에서는 처리 횟수가 1 에서 

2 로 증가 시 입자 감소폭이 컸으나(#2-1, #2-2), 압력이 상

대적으로 큰 경우는 처리 횟수 증가 시 입자 감소폭이 크

지 않았다(#2-3, #2-4 / #2-5, #2-6). 시간경과에 따라 입자가 

커지는 알 수 있었으며, 입자는 100 ∼ 250 nm 범위로 측

정되었다(Figure 3).

PDI의 경우도 고압유화기의 압력이 높고, 처리 횟수가 

많을수록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자크기와

는 달리, 낮은 압력에서는 처리 횟수가 1에서 2로 증가 시 

초기 PDI 값의 감소폭이 없으나(#2-1, #2-2), 압력이 상대적

으로 큰 경우는 처리 횟수 증가 시 초기 PDI 값의 감소폭

이 좀 더 크게 나타났다(#2-3, #2-4 / #2-5, #2-6). 시간경과

에 따라 PDI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DI

는 0.2 ∼ 0.5 범위로 측정되었다(Figure 4). PDI 값이 0.25 

이하인 경우, 안정한 상태의 단분산에 가까운 입자 분포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19].

일반적으로 리포좀과 같은 나노 분산액의 분산 안정성

을 향상시킬 때 물리적 안정화뿐만 아니라 정전기적 안정

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나노 분산액의 분산 안정성을 확인

하는 방법으로 제타전위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

다[20]. 제타전위의 절대 값이 클수록 콜로이드 입자간의 

반발력이 커져 콜로이드 상태가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7]. 본 연구의 실험 범위에서 측정한 제타전위 값은 고

압유화기의 압력과 처리 횟수에 따라 증가 및 감소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라서도 절대 값이 감

소하기도 하며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오차가 포함된 것

으로 사료된다. 다만 나노리포좀 #2에서의 제타전위는 - 80 

∼ - 30 mV 정도로서 일반적인 안정한 범위의 제타전위 

범위인 ± 30 mV 이상으로 측정되어 정전기적으로 안정함

을 알 수 있었다(Figure 5).

고압유화 조건 선정을 위한 실험으로 나노리포좀의 온

도별 제형 안정성 관능평가, 입자크기, PDI 및 제타전위를 

측정한 결과, 실험 조건 범위 내에서 고압유화 시 압력 700 

bar, 처리 횟수 2 회로 결정하여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3) 바이오틴 함유 나노리포좀 용매선정 실험 결과(나노

리포좀 #3) 

바이오틴을 첨가한 나노리포좀에서 상대적으로 에탄올

을 용매로 선정한 나노리포좀이 부틸렌글라이콜을 용매로 

선정한 나노리포좀보다 온도에 따른 시간별 제형 안정성 

관능평가, 입자크기 및 제타전위에서 좀 더 양호하게 평가

되었다(data not shown). 

그러나 실온 보관, 1 주일 후 관능평가에서 4 개 실험품

(#3)에서 모두 바이오틴이 석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나

노리포좀의 pH는 4.0 ∼ 5.0 정도로 이전 실험품들에 비해 

Figure 5. Results of nano-liposome #2 zeta potential over tim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 0.05, **p < 0.01, ***p < 0.001 compared with each 1 da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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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pH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오틴 성분

이 나노리포좀 내에서 용해도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석

출되는 속도의 증가로 결국 1 주일 후 바이오틴이 석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냉온 및 항온 실험품에서

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4) 알지닌 첨가 바이오틴 나노리포좀 실험 결과(나노리

포좀 #4) 

바이오틴 나노리포좀 제조 시 바이오틴이 석출되는 문

제점을 해결하고자, 아미노산 알칼리 성분인 알지닌을 첨

가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pH 측정 결과 알지닌을 첨가

한 #4-2와 #4-4에서 pH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바이오틴 나

노리포좀 #4-4에서 pH가 5.62으로 바이오틴을 첨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실온, 3 개월까지도 관능평가에서 바이오틴

을 첨가하지 않은 나노리포좀과 같이 석출현상이 나타타

지 않았다. 또한 알지닌 첨가로 pH를 상승시킨 나노리포

좀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붉어지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알지닌은 바이오틴과의 결합으로 바이오틴의 용해

도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레시틴 성분에도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알지닌 외에 다른 알칼리 사용하여 

pH를 조절하여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경과에 따른 관찰에서도 바이오틴과 알지닌이 첨가

Figure 6. Results of liposomes #4 particle size over tim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

0.05, **p < 0.01, ***p < 0.001 compared with each 1 day data.

Figure 7. Results of liposome #4 zeta potential over tim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p <

0.05, **p < 0.01, ***p < 0.001 compared with each 1 da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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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나노리포좀(#4-4)의 입자크기가 가장 작았다(Figure 6). 

또한 나노리포좀(#2)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른 제타전위 값

이 감소하기도 하며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오차가 포함

된 것으로 보였으나, pH가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제타전

위가 큰 경향(#4-1, #4-2 > #4-2, #4-4)은 일치한다[21]. 바이

오틴 첨가 나노리포좀(#4-3, #4-4)에 대한 제타전위 값으로

는 상대적인 안정도 평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나노

리포좀 #4-3의 경우 1 주일 경과 후부터 미세한 바이오틴 

석출물이 보였으며, 3 개월 후에는 심한 침전물 발생으로 

입자크기와 제타전위 측정에서 제외하였다(Figures 6 and 7). 

따라서 나노리포좀 제조 조건(압력 700 bar, 처리 횟수 2 

회)에서 바이오틴 0.1%와 알지닌 0.06% 함유한 나노리포

좀(#4-4)은 시간별 제형 안정성 관능평가, 입자크기, 제타

전위의 종합적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9].

3.2. 바이오틴 나노리포좀 캡슐화율(Capsulating Efficiency) 

계산

3.2.1. 바이오틴 함량 분석

바이오틴이 함유된 나노리포좀에 아미노산 알칼리 성분

인 알지닌을 첨가함으로써 바이오틴의 석출현상 감소로 

물성 측면에서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바이오틴에 알지닌 

성분이 첨가됨으로써 화학적 안정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바이오틴 수용액의 농도별 HPLC 측정과 알지

닌 첨가 바이오틴 수용액의 농도별 HPLC 측정을 진행하

였다. 

실험 결과, 바이오틴 수용액의 HPLC 분석 결과와 알지

닌 첨가 바이오틴의 HPLC 분석 결과가 유사한 결과값을 

Sample in water Amount of biotin (%)

Biotin 0.04% 0.0438 ± 0.0012

Biotin 0.02% 0.0211 ± 0.0008

Biotin 0.01% 0.0105 ± 0.0014

Biotin 0.005% 0.0051 ± 0.0001

Biotin 0.001% 0.0010 ± 0.0002

Biotin 0.04% + Arginine 0.0024% 0.0361 ± 0.0021

Biotin 0.02% + Arginine 0.0012% 0.0176 ± 0.0014

Biotin 0.01% + Arginine 0.0006% 0.0087 ± 0.0007

Biotin 0.005% + Arginine 0.0003% 0.0044 ± 0.0005

Biotin 0.001% + Arginine 0.00006% 0.0008 ± 0.0001

Table 6. HPLC Analysis Results of Biotin in Water Dispersion

Sample Amount (%) Capsulation efficiency (%)

Nano-liposome #4-3 

(original) 
0.1072 ± 0.0001

5.60 ± 0.17
Nano-liposome #4-3 

(membrane outer) 
0.0974 ± 0.0187

Nano-liposome #4-3 

(membrane inner) 
0.0060 ± 0.0002

Nano-liposome #4-4 

(original)
0.1147 ± 0.0001

27.64 ± 0.41
Nano-liposome #4-4 

(membrane outer)
0.0947 ± 0.0003

Nano-liposome #4-4 

(membrane inner)
0.0317 ± 0.0004

Table 7. Results of Capsulation Efficiency by Dialysis Membran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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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으나, 알지닌을 첨가하는 경우 바이오틴 함량이 

약 12∼1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Table 6).

3.2.2 나노리포좀 내 바이오틴 캡슐화율 측정

알지닌을 첨가하지 않은 나노리포좀(#4-3)과 알지닌을 

첨가한 나노리포좀(#4-4)에서 캡슐화되지 않은 및 캡슐화

된 바이오틴 함량은 Equations 1, 2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HPLC 분석을 통해 바이오틴 성분 함량을 각 Equations 

1, 2에 대입하여 바이오틴의 캡슐화율과 회수율을 계산한 

결과, 나노리포좀 #4-3의 경우 캡슐화율은 5.60%, 회수율

은 96.29%를 나타내었다. 또한 나노리포좀 #4-4의 경우는 

27.64%의 캡슐화율과 110.20%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Table 7).

이를 통해 알지닌을 첨가한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이 첨

가하지 않은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에 비하여 바이오틴 캡

슐화율이 약 5 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지닌 첨가에 따라 바이오틴의 석출 현상 없이 용해도 증

가가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을 제조하는 데에 있어 물리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바이오틴의 캡슐화율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3.3.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의 경피흡수율(Skin Absorption 

Rate)

바이오틴의 in vitro 경피흡수율 평가에 알지닌을 첨가한 

바오틴 나노리포좀(#4-4)을 선정하여 2 회 진행하였다. 인

공피부를 이용하여 franz diffution cell method를 이용하여 

24 h 후에 doner, receptor 및 membrane에서 각각 바이오틴 

giafid을 HPLC를 통해 분석하였다. 각각 바이오틴 분석한 

결과를 다음 Equation 3, 4로부터 바이오틴의 경피흡수율

(%)과 회수율(%)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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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ation 3)

 













× 



×   

······································································· (Equation 4)

D = skin absorption rate of biotin (%)

E = recovery rate of biotin (%)

F1 = amount of biotin in original nano-liposome #4-4 (µg)

F2 = amount of biotin in receptor phase (µg)

F3 = amount of biotin in membrane (µg)

F4 = amount of biotin in donor phase (µg)

Franz diffusion cell method를 통해 바이오틴 나노리포좀

(#4-4)의 경피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24 h 경과 후 receptor 

phase에서 바이오틴이 32.50 ㎍ 검출되었으며, 반면에 

membrane에서의 잔존 바이오틴 함량을 측정한 결과 바이

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바이오틴 나노리포좀

의 경피흡수율이 34.11%로 확인되었다(Equation 3). 또한 

회수율은 87.27%로 확인되었다(Equation 4).

3.4. 바이오틴 나노리포좀 형상 관찰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의 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Cryo-TEM을 측정한 결과, 입자크기 100 ∼ 150 nm 정도로 

제타사이저로 측정한 입자크기와 유사하였으며, ULV 형태

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3]. 이를 통해 실험에서 

진행된 제조방법을 통해 양호한 나노리포좀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바이오틴을 캡슐화시킨 나노리포좀의 경우 리포좀 

내부와 외부 모두 침상 형상의 바이오틴이 결정 상태로 석

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알지닌을 첨가한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은 바이오틴의 결정상태가 거의 나타

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지닌을 첨가

하여 바이오틴의 용해도를 증가시킨 바이오틴 나노리포좀

이 그렇지 않은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에 비하여 바이오틴

의 석출 현상 없이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8).

Sample Sampling site Amount (㎍)

Nano-liposome #4-4

Original phase 95.28 ± 0.47

Donor phase 50.65 ± 3.28 

Membrane -

Receptor phase 32.50 ± 2.58

Table 8. Results of Contents and Diffusion Rate of Liposom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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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용해도가 낮은 수용성 비타민인 바이오

틴을 약물전달체의 일종인 나노리포좀을 통해 바이오틴의 

용해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나노리포좀의 안정성을 향상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나노리포좀에 바이오틴 0.1%를 함유하는 경우, 바이오

틴의 용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매의 함량과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바이오틴이 석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바

이오틴의 용해도를 향상시키고자 아미노산 알칼리인 알지

닌을 첨가하는 경우에 나노리포좀에서 바이오틴이 석출되

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입자크기도 작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붉어지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DMM을 통해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에 대한 캡슐화율을 

측정한 결과 알지닌을 첨가하지 않은 바이오틴 나노리포

좀에 비해 알지닌을 첨가한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에서의 

바이오틴 캡슐화율이 약 5 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의 입자크기는 시간(3 개월)에 따른 

입자크기를 감안하여 100 ∼ 250 nm, PDI 0.2 ∼ 0.5, 제타

전위 - 80 ∼ - 30 mV로 측정되었다. 또한 cryo-TEM 이미

지 측정으로 나노리포좀의 크기는 100 ∼ 150 nm 정도로 

100 ∼ 1000 nm의 LUV에서 작은 범위의 ULV 형태의 나

노리포좀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바이오틴 함유 나노리포좀이 약물전달체로서의 기능을 

확인하고자, franz diffusion cell method를 통하여 인공피부

에 대한 경피흡수 실험에서 24 h 후 경피흡수율이 32.31%

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용해도가 낮은 바이오틴 성분에 대하여 

약물전달체로서 제조한 바이오틴 나노리포좀은 물리적으

로 안정하며, 캡슐화율의 증가, 높은 경피흡수율을 보였다. 

추후 다양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여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형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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