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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자외선 및 블루영역 차단 기능을 갖는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기 위한 박막 판형의 ZnO 및 Fe2O3 성분을 

포함하는 인공 칼라민 세라믹 분말 소재를 합성하였다. 20 : 1에서 50 : 1 범위의 높은 종횡비를 가지는 (0001) 

면의 판형 ZnO 세라믹 분말 소재는 아연공기전지로 전력 생산한 후에 회수한 전해질을 출발 물질로 하여 징크아

세테이트와 소듐시트레이트 혼합 용액에서 중화반응을 통한 석출로 합성하였다. 아이언 클로라이드 용액의 첨가

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인공 칼라민 세라믹 분말 내의 Fe2O3 함량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이 경우 자외선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의 블루 영역을 일부 흡수하였다. 포타슘 아세테이트 용액을 첨가시킬 경우에는 Zn(OH)4

2- 음이

온의 분해를 촉진하여 (0001) 면 위에 수직 방향으로 격벽 형태로 성장한 박막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경우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자외선 흡수율이 증가하였다. 아이언 클로라이드 용액과 포타슘 

아세테이트 용액의 첨가량을 함께 조절하면 박막 판형의 인공 칼라민 세라믹 분말의 조성 및 형상을 최적화시킬 

수 있어서 화장품 제형을 진행할 경우 블루영역의 광투과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prepared pure planar-type ZnO and calamine powder containing both ZnO and Fe2O3 

components as a raw material for cosmetics with UV and blue band blocking functions. The planar-type ZnO ceramic 

powder having a high aspect ratio in the range of 20:1 to 50:1 was synthesized by precipitation method in a zinc acetate 

and sodium citrate mixed solution with the electrolyte obtained by power generation with a zinc-air battery. The content 

of Fe2O3 in the artificial calamine ceramic powder could be increased by increasing the amount of iron chloride solution 

added, and in this case, some of the blue region of visible light and ultraviolet light were remarkably absorbed.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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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ssium acetate was added, the decomposition of the Zn(OH)4

2- anion in the solution was promoted to facilitate the 

growth of ZnO crystal in the form of a barrier wall in the vertical direction on the (0001) plane, which could increase 

UV absorption by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By controlling the amount of iron chloride solution and potassium acetate 

solution added, the composition and shape of the thin film plate-shaped artificial calamine ceramic powder can be optimized, 

and when applied to cosmetic formulations, the light transmittance of the blue region can be greatly reduced. 

Keywords: artificial calamine powder, UV protection, blue band, planar-type ZnO, cosmetic formulation

1. 서  론 

옥시벤존(oxybenzone)과 옥티노세이트(octinoxate) 성분 

등이 포함된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열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산호를 비롯한 

해양 생물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1,2]. 대안으로 무기계 자외

선 차단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TiO2나 ZnO 세라믹 분말

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ZnO 분말은 UVA (320 ~ 400 

nm 파장 범위) 대역과 UVB (280 ~ 320 nm 파장 범위) 대

역을 동시에 차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3-5].

유기 자외선 차단제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열로 변환시

키는 방법과 달리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표면에서 자외선

을 반사시키고 산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6]. 열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피부는 40 ℃

가 넘으면 열노화가 진행되고, 43 ℃가 넘으면 피부 손상

이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무기계 차단 성분이 피부 

보호를 위한 화장품에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7-9]. 따라서 자외선 대역뿐만 아니라 자외선과 인접한 블

루영역(400 ∼ 490 nm 파장 범위) 가시광선에 의한 피부 

노화 진행도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으며 차단 성능이 

90% 이상이 되는 임계 파장값을 측정하여 자외선 차단제

의 성능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10].

하지만,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는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

와 비교하여 동일 함량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낮으며, 

함량을 증가시킬 경우 화장품 제형에서의 불안정성, 피부

가 지나치게 하얗게 보이는 백탁 현상, 촉감이 뻑뻑해지면

서 피부 발림성이 나빠지거나 장기간 보관 시 제형 안정성

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 분말들의 입자의 크기, 형상, 표면처리, 복합화, 분산 

등의 최적화를 통해서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들이 수행되

고 있다[11].

본 연구 그룹도 기존 연구에서 종횡비가 매우 높은 박

막 판형의 ZnO 분말 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이

를 나노 사이즈 크기를 갖는 TiO2 분말과 섞어서 만든 화

장품 제형을 만들어 넓은 영역의 파장 대역에서 우수한 광

차단율을 보이면서도 백탁 및 제형 안정성이 유지됨을 확

인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및 블루영역 차단 기능을 갖는 화

장품에 적용하기 위한 무기계 ZnO 분말 소재를 연구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중심 사항들로 나누어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주 높은 종횡비를 갖는 판형의 ZnO 세라믹 

분말을 합성하는데 자외선 차단 영역을 가시광선 내에서 

단파장 영역까지 넓히고자 Fe2O3 분말을 도핑하였다. 이렇

게 ZnO 분말에 Fe2O3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원료 중 하나

인 칼라민을 인공적으로 합성하였는데 칼라민은 자외선 차

단뿐만 아니라 소염, 항균, 방부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3]. 둘째, 본 연구에서 합성하는 ZnO 

세라믹 분말의 형상을 바꾸어 자외선 및 블루영역 차단제

로써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

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개발한 원료 분말들을 화장품으로 

제형하여 우리 그룹이 개발한 분말들이 자외선 및 블루영

역 차단 기능 화장품의 원료로써 적합한지를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2.1. 판형 ZnO 또는 칼라민 세라믹 분말의 합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판형 ZnO 또는 칼라민 세라믹 분말

Atom
Position (mol%)

1 2 3 4 5 Average

IC 5 

wt%

Fe 8.79 7.64 7.91 7.82 8.12 8.05

Zn 91.21 92.36 92.09 92.18 91.88 91.95

IC 10 

wt%

Fe 20.45 13.57 16.75 19.45 18.65 17.77

Zn 79.55 86.43 83.25 80.55 81.35 82.23

IC means iron chloride.

Table 1. Fe and Zn Molar Ratio Chart Analyzed by WDS for 

Calamine Ceramic Powder Doped with Iron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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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igure 1과 같은 진행 순서로 제조하였다. 우선 음극을 

Zn 금속, 양극을 망가니즈 다이옥사이드 촉매를 사용하는 

공기극으로 사용하는 공기아연전지 시스템에서 45%의 

KOH 수용액 전해질을 순환시키면서 전력을 충분히 생산

한 후에 전해질 액을 취한다. 이렇게 회수한 전해질 액을 

물에 20 : 1 비율로 희석시킨 후에 징크아세테이트(zinc 

acetate, ReoPark, Korea) 및 소듐시트레이트(sodium citrate, 

Daejungchem, Korea)을 각각 1 M 및 0.15 mM 추가하는데 

칼라민 분말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는 징크아세테이트에 대

한 질량 비율을 측량하여 아이언 클로라이드(iron chloride, 

Daejungchem, Korea)를 도핑 첨가한다. 이후에 95 ℃의 온

도에서 중화반응을 진행시켜 ZnO 또는 칼라민 결정을 석

출시키는데 이들 결정을 필터링을 통해 용액과 분리하며, 

물에 충분히 세척한 후에 120 ℃에서 건조시켜서 최종적

으로 판형의 세라믹 분말을 얻는다.

2.2. 제작된 세라믹 분말의 분석 및 평가 방법

제작된 세라믹 분말의 미세 형상 및 결정학적 구조는 

x-ray diffraction (XRD, SmartLab, Rigaku Co., Japa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NOVA NANO 450, FEI Co., USA) 

및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TEM, 

Tecnai G2 F20S, FEI Co., USA)으로 확인하였다. 철이 도

핑된 칼라민 세라믹 분말에서 원자 간의 화학적 결합 상태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ESCA LAB-2201XL, Thermo Scientific, USA)을 사용하였으

며, 도핑된 철의 상대적 조성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wavelength dispersive spectrometry (WDS, EPMA-1600, Shimadzu 

Co., Japan)을 사용하였다. WDS 조성 분석을 위해서 분말

을 혼합, 성형, 및 소결 과정을 통하여 세라믹 형태로 제조

하였으며, 측정한 특성 X선은 각각 Zn Kα1 (8.637 keV)와 

Fe Kα1 (6.405 keV)이었다.

2.3. 제작된 세라믹 분말을 이용한 화장품 제형의 제작 

및 평가방법

화장품의 제형은 Table 2에 제시한 조성비에 따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판형 ZnO 및 칼라민 세라믹 

분말을 합쳐서 총량의 4.4 wt%으로 맞추었으며, 수십 nm

의 입자 크기를 갖는 TiO2 분말 입자(Duckjin Co., Korea)를 

6.6 wt%, 나머지는 표와 같이 오일류, 물, 첨가제 등으로 

구성된다. 화장품 제형에 TiO2 나노 분말 입자를 첨가하는 

이유는 시간에 따른 안정성 및 측정을 위한 발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함이다. 화장품 제형 공정에 앞서서 무기계 분말

의 표면에 triethoxycaprylyl silane (Dow Chemical, USA)을 

Phases Materials Composition (wt%)

Powder

Pure ZnO or calamine powder 4.4

Nano-sized TiO2 powder 6.6

Dicaprylyl carboanate 9

Sorbitan isostearate 1

Oil

Dicaprylyl carbonate 3

C12-15 alkyl benzoate 5

Isononyl isononanoate 3

Cetyl PEG/PPG-10/1 dimetycone 2

Synthetic wax 2

Water

Purified water 51.9

Dysodium EDTA 0.1

Sodium chloride 1

Glycerine 1

Butylene glycol 10

Additive Presevative (0.4)

Total 100

Table 2. Cosmetic Formulation Compositions Used in This Study

Figure 1. Processing sequence for the synthesis of the pure 

planar-type ZnO and calamine ceramic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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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하였으며, ZnO 분말과 TiO2 분말을 분산시키기 위한 

분산 용매와 분산제는 각각 dicaprylyl carbonate (DaebongLS, 

Korea)와 sorbitan isostearate (Korea Similac, Korea)를 사용

하였다. 오일류 첨가제로는 dicaprylyl carbonate (DaebongLS, 

Korea), C12-15 alkyl benzoate (CHEMLAND, Korea), isononyl 

isononanoate (HAI, Japan), cetyl PEG/PPG-10/1 dimetycone 

(COSNET, Korea)와 syntheic wax (NIKKO RICA Co., Japan)

을 사용하였다. 첨가제들은 정제수에 분산시켜 사용하였으

며, 킬레이팅제로 dysodium EDTA (COSNET, Korea), 점도 

안정성을 위해 sodium chloride (Daejungchem, Korea), 보습제

로 butylene glycol (COSNET, Korea)과 glycerine (COSNET, 

Korea)을 첨가하였다. 

제작된 세라믹 분말과 화장품 제형의 백탁도 및 색감을 

평가하기 위해서 색차계(LAMBDA 750, PerkinElmer, USA)

를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측정하였으며, 광학적 투과도 및 

흡수율의 측정은 200 ∼ 800 nm의 자외선부터 근적외선의 

파장범위에서 측정 가능한 spectrometer (LAMBDA 750, 

PerkinElmer, USA)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판형 ZnO 또는 칼라민 세라믹 분말의 특성 최적화

Figure 2A는 아연공기전지에서 회수한 전해질을 사용하

여 합성한 판형 ZnO 세라믹 분말의 아이언 클로라이드 혼

합량에 따른 샘플들의 XRD 패턴 변화를 나타낸다. 모든 

샘플에서 순수한 ZnO 피크만 관찰되었으며 순수한 철 또

는 산화철과 관련된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높은 

함량의 아이언 클로라이드 샘플에서는 ZnO 피크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ure 2B는 왼쪽부터 순수

한 판형의 ZnO 세라믹 분말의 SEM 사진과 판형의 수직 

방향으로 전자를 입사시켜서 얻은 고해상도의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이미지 및 selected area diffraction 

(SAD) 패턴을 나타낸다. 판형 ZnO 분말의 입자는 너비가 1 

µm 내외, 두께가 20 ~ 50 nm 분포를 가지므로 20 : 1 ~ 50 

: 1의 매우 높은 종횡비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존의 ZnO 나

노입자, 소듐 시트레이트, 징크 아세테이트를 넣은 후 중화

반응을 시켜 만드는 판형 ZnO의 종횡비인 3 : 1 ~ 5 : 1에 

비해 매우 큰 값이다[14]. 소듐 시트레이트를 첨가하는 이

유는 구연산 이온이 아연 결정의 (0001) 면에 존재하는 

terminated Zn 원자를 감싸서 (0001) 면에 수직면인 (010) 

면으로의 성장이 우선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16]. 하지만, (000 ) 면에 존재하는 terminated O 원자 

위로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연 공기 

전지의 전기 생산 후에 회수된 전해질을 출발 물질로 사용

하는데 아연 음극(anode)에서는 식(1)과 같은 반응에 의해 

Zn(OH4)
2- 음이온이 만들어지며, 용액 내에서는 식(2)과 같

이 Zn(OH4)
2- 의 분해에 의한 ZnO 분자들이 만들어진다.

Zn + 4OH- → Zn(OH4)
2- + 2e-  (1)

Zn(OH4)
2- → ZnO + H2O + 2OH-  (2)

따라서 전기 생산이 이루어진 공기아연전지 전해질 내

부에는 ZnO 분자 및 Zn(OH4)
2- 이온이 상당량 존재하는데 

Zn(OH4)
2-은 음의 전하를 띄고 있는 (000 ) 면의 O2- sites로

는 반응하기 힘드므로 기존 연구결과보다 상대적으로 큰 

종횡비의 박막판형 형상이 얻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TEM 

Figure 2. (A) XRD patterns of pure ZnO and calamine ceramic powder with iron chloride doping amount. (B) SEM and TEM images of

pure planar-type ZnO powder. (C) SEM images of calamine ceramic powder with iron chloride doping amount. IC means iron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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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및 SAD 패턴 결과에서 원자 배열이 ZnO 결정의 

(0001) 면 또는 (000 ) 면의 육각 배열(hexagonal array) 형태

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C는 아이언 

클로라이드 혼합량에 따른 판형 칼라민 분말의 SEM 표면 

형상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아이언 클로라이드 혼합량 증

가에 따라 석출물의 형성 등 뚜렷한 경향성은 관찰되지 않

았다. 

Figure 3은 판형 ZnO 내에 존재하는 Fe성분의 화학적 

결합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XPS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아이언 클로라이드 첨가량이 (A) 5 wt% 및 (B) 10 wt% 샘

플에 대해 Fe 2p, Zn 2p, 및 O 1s에 대한 피크를 정리하였

다. 두 샘플의 Fe 2p 피크 위치를 확인하면 Fe 의 화학적 

결합 상태가 주로 Fe2O3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Fe 원자 상태의 피크도 관찰되지만 상대적으로 작았다. 

두 샘플의 Zn 2p을 관찰하면 단일 피크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Zn의 화학적 결합이 거의 산소와 이루어졌으며 수산

화이온등과 결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맨 아래에 위치한 

O 1s의 경우는 두개의 피크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각각 Zn-O 결합 및 Fe-O 결합을 의미하며 상대적으

로 산소와 결합 에너지가 높아 왼쪽에 위치하는 Fe-O 피

크의 비율이 10 wt% 샘플에서 상대적으로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와 Figure 3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XRD 

패턴 및 SEM 이미지 관찰에서 각각 Fe2O3 피크 및 석출상

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XPS 결과에서 Fe가 Fe2O3로 존재하

는 것으로 보아 Fe2O3 상이 나노 크기의 비정질형태로 

ZnO 결정상에 잘 분산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Table 1은 Figure 3에서 분석한 아이언 클로라이드 첨가

량이 5 wt% 및 10 wt%인 칼라민 세라믹 분말 샘플에 대

하여 WDS로 측정한 조성표이다. 분말의 조성 분석을 위

해서 세라믹 펠렛으로 형성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조성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임의의 5개 지점에 대해 전

자빔 입사를 통해서 철과 아연의 mol%을 각각 측정하였

다. 철 원소가 주로 Fe2O3 형태로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 5 

wt% 철아세테이트를 첨가한 경우는 Fe2O3 의 몰함량이 

4.19 mol%로 계산되며 10 wt% 첨가한 경우는 Fe2O3 의 몰

함량이 9.75 mol%로 계산된다.

Figure 4는 본 연구에서 합성한 판형 ZnO과 아이언 클로

Figure 4. Light absorption spectrum of calamine ceramic 

powder according to iron chloride doping. 

Figure 3. XPS Fe 2p, Zn 2p, and O 1s scans of calamine powder doped with iron chloride of (A) 5 wt% and (B) 1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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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 도핑 농도에 따른 칼라민 분말의 200 nm에서 800 

nm 범위에서 측정한 광흡수율을 나타낸다. 순수한 판형 

ZnO 분말의 경우 광흡수율이 최고값과 최저값 차이의 90%

가 되는 임계 파장값이 약 385 nm로써 자외선과 가시광선

의 경계 근처의 값으로써 자외선 및 열차단을 완벽하게 진

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아이언 클로라

이드 도핑을 할 경우 농도에 따른 자외선 영역에서의 흡수

율 변화의 경향성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특히 가시광선의 

블루영역(400 ∼ 490 nm 파장범위)에서의 흡수가 순수한 판

형 ZnO 분말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흡수율의 증가는 ZnO 결정에 Fe2O3가 도핑됨에 따

라 발생하는 결정 결함의 증가에 따라 ZnO 밴드갭 내에 에

너지 준위가 새로 생성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철의 도핑량에 따른 조성 변화와 별도로 판형 ZnO 분말

의 제조 공정 개선을 통하여 판형 분말의 형상을 변화시켜 

광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였다. Figure 

1의 순수한 판형 ZnO 분말의 제조 중 ZnO을 석출하는 과

정에서 포타슘 아세테이트(potassium acetate, Samchun, Korea)

을 추가로 첨가하여 공정을 진행하였다. 추가한 포타슘 아

세테이트 량은 징크 아세테이트 대비 각각 5 wt% 및 40 

wt%이며 Figure 5는 포타슘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 XRD 패턴 및 SEM 이미지를 나타낸다. 

XRD 패턴에서 포타슘 아세테이트를 첨가할 경우 X선 피

크의 강도는 감소하였으나, 피크들 간의 비율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ZnO 결정 배향이 큰 변화 없이 좀 더 임의

로 분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SEM 이미지를 관찰하면 포타

슘 아세테이트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ZnO 판형 표면

에서 또 다른 판형이 수직 방향으로 격벽을 형성하면서 성

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격벽의 성장은 포타슘 

아세테이트를 첨가할 경우 이온화에 의해 K+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식(2)에서 Zn(OH4)
2- 이온의 

분해가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000 ) 면 위에서 결정 씨

앗층의 형성이 용이해지면서 수직 방향의 격벽이 성장이 

가능해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Figure 6은 Figure 5에서 언급한 포타슘 아세테이트 미첨

가 및 첨가한 공정에 의해 제조한 판형 ZnO 분말의 200 

nm에서 800 nm 범위에서 측정한 광흡수율을 나타낸다. 포

타슘 아세테이트를 40 wt% 첨가한 경우에 자외선 영역에

서 흡수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고찰을 Figure 6B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는데, 격벽

Figure 6. (A) Light absorption spectrum of pure planar-type 

ZnO ceramic powder according to potassium acetate doping. (B) 

Conceptual diagram explaining the increase in the UV 

absorption of planar-type ZnO ceramic powder with vertical walls. 

Figure 5. (A) XRD patterns and (B) SEM images of pure 

ZnO powder with potassium acetate doping amount. PA means 

potassium 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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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0001) 면들의 반사에 

의해서 빛이 여러 번 흡수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3.2. 제작된 세라믹 분말을 이용한 화장품 제형의 평가 

결과

지금까지 판형 ZnO 및 칼라민 세라믹 분말의 Fe2O3의 

도핑량 및 공정 변화를 통하여 분말의 조성 및 형상을 변

화시키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화장품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형을 실시하였다. 

Figure 7은 아이언 클로라이드 용액 첨가를 통한 도핑량

과 포타슘 아세테이트를 통하여 형상을 변화시킨 조합의 

판형 순수 ZnO 및 칼라민 세라믹 분말들의 화장품 제형을 

제조한 후 측정한 광투과도 측정 결과 그래프이다. 모든 

경우의 화장품 제형에서 자외선 영역에서의 광투과도는 

거의 0%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화장품 제형에 포함된 판형 

ZnO와 나노 크기의 TiO2 분말의 혼합 효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언 클로라이드 증가에 의한 Fe2O3의 함량이 

증가할 경우는 특히 블루영역에서의 투과도가 크게 감소

하였는데 ZnO에 도핑된 Fe2O3의 성분이 화장품 제형 내에

서도 블루영역 가시광선의 흡수를 증진시켰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40%의 포타슘 아세테이트 첨가에 

의해 판형 ZnO 분말 입자를 격벽 구조로 변화시킨 경우와 

아이언 클로라이드를 함께 첨가하여 Fe2O3 성분을 도핑한 

경우 가시광선에서 근적외선 영역 전반에서 투과율이 감

소하였는데, 특히 가시광선의 블루영역에서의 감소율이 두

드려졌다. 이러한 측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서는 본 화장품 제형에서 격벽 구조를 갖는 ZnO 분말 입

자가 광투과도 증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8은 순수한 판형 ZnO 및 칼라민 세라믹 분말의 

Fe2O3의 함량 증가에 따른 색의 변화와 화장품 제형을 실

시한 후의 색변화를 나타낸 사진이다. 칼라민 세라믹 분말 

상태에서는 Fe2O3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오렌지색이 진해

짐을 알 수 있었다. 화장품 제형에서는 5 wt%의 아이언 

클로라이드 용액을 사용하여 만든 칼라민 세라믹 분말을 

이용한 경우에는 황토빛을 10 wt%의 아이언 클로라이드 

용액을 사용한 경우는 진한 갈색을 나타내었다. 

Table 3은 Figure 8에서 보여주는 샘플들의 색을 색차계

Figure 7. Light transmission spectrum of cosmetic formulations 

using pure ZnO and calamine ceramic powder according to 

iron chloride and potassium acetate doping. 

L
*

a
*

b
*

IC 5% 76.8 8.28 24.9

IC 10% 69.2 11.4 24.5

Form #1 86.9 4.15 14.2

Form #2 83.4 6.12 15.2

IC means iron chloride. Forms #1 and #2 are cosmetic 

formulations using calamine powder doped with 5 wt% and 10 

wt% iron chloride, respectively.

Table 3. Color Chart of Calamine Ceramic Power Doped with 

Iron Chloride and Its Cosmetic Formulation

Figure 8. Photographs of (A) pure ZnO and calamine ceramic 

powder according to iron chloride doping and (B) formulated 

cosmetic with the calamine ceramic  powders. Forms #1 and 

#2 are cosmetic formulations using calamine powder doped 

with 5 wt% and 10 wt% iron chlorid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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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측정한 L*, a*, 및 b* 값 등으로 수치화하여 정리

한 도표이다. 상대적으로 연한 색을 띄는 5 wt%의 아이언 

클로라이드 용액을 사용하여 만든 칼라민 세라믹 분말은 

L*, a*, 및 b* 값이 각각 76.8, 8.28, 및 24.9를 나타내었는데 

10 wt%의 아이언 클로라이드 용액을 사용한 경우는 각각 

69.2, 11.4, 및 24.5이었다. 노란색과 파란색의 치우침을 의

미하는 b* 값은 큰 변화 없이 L*은 감소하고, a*은 증가하

였는데 이는 흰색 정도가 줄어들면서 빨간색의 경향이 녹

색에 비해 커졌음을 의미한다. 화장품 제형을 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흰색 경향이 강해졌는데 진한색의 칼라민 분

말을 사용한 제형 2의 경우가 제형 1보다 L*은 감소하였으

며, a* 및 b*은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Fe2O3의 함량 및 제

형을 통해서 자외선 차단제의 기능뿐만 아니라 색조 화장

품의 원료로서 이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연공기전지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회수

한 전해질을 출발 물질로 이용하는 중화 석출 방법으로 높

은 종횡비를 갖는 판형의 ZnO 세라믹 분말과 아이언 클로

라이드를 함께 넣어 석출하는 방법으로 Fe2O3 성분이 도핑

된 칼라민 세라믹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도핑한 칼라민 

세라믹 분말의 경우 특히 가시광선의 블루영역에서 높은 

광흡수율을 나타내었다. 판형의 ZnO 세라믹 분말을 제조할 

때 포타슘 아세테이트를 첨가하는 방법을 통하여 판형의 

ZnO 위에 수직 방향으로 성정한 격벽를 갖는 형상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하여 자외선 영역

에서 높은 흡수율을 나타내었다. 조성 효과 및 형상 효과를 

함께 이용한 칼라민 분말을 기반으로 화장품 제형을 할 경

우 가시광선의 블루영역에서 낮은 광투과율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을 이용할 경우 Fe2O3의 함량 및 

제형 조절을 통해서 자외선 차단제의 기능뿐만 아니라 색

조 화장품의 원료를 값싸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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