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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미생물오염을 막아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부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곰팡이에 대한 방부력이 취약한 수분산 제형의 방부시스템을 개선하여 항진균효과를 확인하고 다양한 방부시스

템을 정립하여 진균에 대한 보존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하이드록시기를 갖는 벤젠고리 구조를 가지며 화장품 

제형 내에서 protonated form으로 존재해 항진균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 5 종 아니스산나트륨, 

p-아니스산, 카프릴하이드록삼산, o-시멘-5-올,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을 선정하였고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assay를 통해 원료의 최소생육 저해농도를 확인하였다. 곰팡이에 대한 항균력을 보인 

원료를 방부시스템에 추가한 수분산 제형에 대해 방부력테스트를 하여 곰팡이에 대한 방부력이 향상됨을 확인하

였다. p-아니스산을 사용한 경우, 4 가지 제형 모두에서 세균과 효모균에 대한 방부력 저해 효과 없이 곰팡이에 

대한 방부력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prevent microbial contamination and safely use cosmetics, it is essential to possess preservative power. 

In this study, the antifungal effect was confirmed by improving the preservative system of the aqueous dispersion formulation, 

which has a weak preservative power against fungi, and various preservative systems were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preservative 

power against fungi. Five kinds of raw materials (sodium anisate, p-anisic acid, caprylhydroxamic acid, o-cymen-5-ol, 

hydroxyacetophenone) that have a benzene ring structure having a hydroxyl group and exist as protonated form in cosmetic 

formulations expected to improve antifungal activity in cosmetics were selected, and the minimum growth inhibitory concentration 

of the raw materials was determined through MIC assay. It was confirmed that the preservative power against mold was improved 

through the preservative efficacy test of 4 types of water dispersion formulations (cream, lotion, toner, and sun cream) in which 

4 types of raw materials showing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mold were added to the preservative system. When p-anisic 

acid was use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eservative activity against mold was strengthened without the effect of inhibiting 

the preservative power against bacteria and yeast in all four formulations. 

Keywords: cosmetics, preservative, microbial, antifungal, p-anis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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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장품은 바디 오일이나 립스틱과 같은 무수 제형을 제

외하고, 수분과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증식

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보관하고 사용하는 동

안 미생물에 오염되기 쉽다. 미생물 오염으로 인해 색과 

냄새 등의 변화와 제품 내 효능 물질의 변성으로 제품의 

품질을 저하 시킬 수 있으며 병원균에 오염될 경우, 소비

자가 화장품 사용 시 감염을 유발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장품의 방부력은 미생물에 대한 제품

의 보존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1,2].

화장품의 방부력을 위해 제형의 pH 및 수분활성도와 같

은 제형의 물성을 조절하고 오염에 노출이 적은 용기를 사

용하는 등의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는 보존제를 첨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3,4]. 화장품 보존제

로 쓰이는 대표적인 물질 중 파라벤은 피부 자극과 생식 

독성으로 인해 다른 물질로 대체되고 있다[5]. 대체 물질로 

사용되는 보존제 중 안전하다고 알려진 알칸다이올계 화합

물 중 1,2-헥산다이올은 그람 양성 및 그람 음성 세균에 대

한 항균 활성을 보이며, 고농도에서 피부 자극이 없고 미생

물 세포막에 결합하여 세포막을 변형시켜 파괴하는 데 용

이하기 때문에 방부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1,2-헥산다이올을 화장품 제형에 사용 시, 단독으로 사용하

는 경우 효과가 없으며 다른 방부제와 혼합하여 사용해야 

세균과 효모균 억제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8]. 보습 특성을 갖는 선형 디올인 카프릴릴글리콜은 양

친매성 물질로 다른 화학 방부제의 활성을 향상시켜 항균

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화장품용 다기능 

첨가제(계면활성제, 연화제, 피부 컨디셔닝제, 보존제)인 에

틸헥실글리세린은 계면활성제 특성으로 인해 페녹시에탄올

과 함께 사용 시, 박테리아의 표면 장력에 영향을 주어 페

녹시에탄올과 세포막 사이의 접촉을 개선해 미생물 억제력

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페녹시

에탄올은 각종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과 효모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가지지만 피부 상재균 억제 효과는 미약하다

고 알려져 수십 년 동안 화장품의 방부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1]. 글리세릴모노카프릴레이트는 친수성 부분과 친유

성 부분이 있는 유화제와 같은 구조로 인해 미생물의 세포 

구조를 방해하고 세포막을 분해하여 그람 양성 세균과 효

모균에 대해 우수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람 음성균의 경우 세포벽 바깥에 지질막으로 인

해 그람 양성균에 비해 글리세릴모노카프릴레이트에 덜 민

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곰팡이에 대해서는 다른 균에 비

해 취약한 항균력을 나타낸다고 연구되었다[12,13].

화장품 방부제로 쓰이는 주요 물질들은 세균에 대한 항

균 효과가 우수하며 보존제 활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많

이 알려져 있으나 곰팡이 균에 대한 항균력이 세균에 비해 

미약하여 진균에 취약한 제형에 적용하는 경우 충분한 방

부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화장품 방부력 확보를 위해 화장품의 항진균력 향상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균에 대한 방부력이 취약한 수분산 제

형의 방부시스템을 개선하여 화장품 제형의 곰팡이에 대

한 방부력 향상을 위해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ICID)에 등재된 물질 중 하이드록시기를 갖는 

벤젠고리 구조를 가지며 화장품 제형 내에서 protonated 

form으로 존재해 항진균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 5 종 아니스산나트륨, p-아니스산, 카프릴하이드록삼

산, o-시멘-5-올,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을 선정 항진균 효

과를 상승시킬 것으로 보일 물질 5 종 아니스산나트륨

(sodium anisate, SA), p-아니스산(p-anisic acid, p-AA), 카프

릴하이드록삼산(caprylhydroxamic acid, CHA), o-시멘-5-올

(o-cymen-5-ol),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ydroxyacetophenone, 

HA)을 선정하였고 각 물질의 세균과 진균에 대한 항균력

을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assay를 통해 검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균에 취약한 수분산 화장품 제형

에 각 물질을 적용했을 때의 방부력을 ISO11930 가이드라

인에 따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물질들의 항진균력과 다

양한 방부시스템의 확인으로 진균에 대한 화장품의 보존

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항진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니스산나트륨(SA, Evonik,

Germany), p-아니스산(p-AA, Cosphatec, Germany), 카프릴하

이드록삼산(CHA, Cosphatec, Germany), o-시멘-5-올(o-cymen- 

5-ol, Symrise, Germany),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A, Symrise, 

Germany)을 제형에 첨가하였다. 균주는 화장품의 방부력 

평가법 ISO11930에 제시된 방부 시험 균주 중 세균 3 종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ATCC 6538, Remel, 

USA), Escherichia coli (E. coli) (ATCC 8739, Reme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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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monas aeruginosa (P. aeruginosa) (ATCC 9027, Remel, 

USA), 효모 1 종 Candida albicans (C. albicans) (ATCC 

10231, Remel, USA), 곰팡이 1 종 Aspergillus brasiliensis (A. 

brasiliensis) (ATCC 16404, Remel, USA)을 사용하였다. 균 

배양 배지는 tryptic soy broth (TSB) (Difco, USA), sabouraud 

dextrose broth (SDB) (Difco, USA), tryptic soy agar (TSA) 

(Difco, USA), sabouraud dextrose agar (SDA) (Difco, USA), 

potato dextrose agar (PDA) (Difco, USA)를 사용하였다.

2.2. 실험 방법

2.2.1.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Assay

항진균력 향상에 사용할 물질의 세균과 진균에 대한 항

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IC assay를 broth dilution법으로 

2 회 반복 시험 수행하였다[14]. 각각의 물질들을 TSB와 

SDB에 특정 농도로 용해하였으며 용해도가 좋지 않은 시

료는 dimethyl sulfoxide (DMSO) (Samchun Chemicals, Kore

a）3%와 에탄올(Samchun Chemicals, Korea）2%를 추가하

여 용해하여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초기 농도 용액

을 준비하였다. 96 well plate에서 액체 배지에 각 물질의 

초기 농도부터 연속적으로 2 배씩 희석하여 10 point를 준

비하였으며 각 물질의 희석액을 100 μL씩 분주하였다. 균 

농도는 96 well plate에 균 현탁액을 10 μL씩 분주하여 접

종한 후, 세균이 1 × 106-7 colony forming unit（CFU)/g, 그

리고 효모 및 곰팡이가 1 × 105-6 CFU/g가 되도록 초기 균

액을 준비하였다. 배지는 세균 및 효모 배양에 TSB를 사

용하고 곰팡이는 SDB를 사용하였고 배양 조건은 세균 및 

효모는 32 ℃에서 곰팡이는 25 ℃에서 48 ∼ 72 h 배양하

였다. 배양한 후 균의 증식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최

소 농도를 최소 생육 저해 농도로 결정하였다.

2.2.2. Preservative Efficacy Test (PET)

항진균력을 향상시킬 물질을 추가한 수분산 화장품 제

형의 진균에 대한 방부 효과 확인을 위해 방부력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을 위해 Table 2와 같이 진균에 취약한 크

림, 로션, 토너, 선크림 제형을 준비하였으며 선크림의 경

우, 방부력에 대한 pH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pH가 각각 

7.5, 5.5인 제형으로 2 종 준비하였다. 각 제형에 Table 3의 

방부시스템을 적용하였다. 크림, 로션, 토너 제형의 경우, 

Table 3의 1번, 1,2-헥산다이올(1,2-hexanediol, 1,2-HD) 2 

wt%와 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 EG) 0.05 wt%

를 사용한 방부시스템을 적용한 제형과 MIC assay 결과를 

참고하여 Table 3의 2, 3, 4, 5번과 같이 각각 아니스산나트

륨 0.3 wt%, p-아니스산 0.2 wt%, 카프릴하이드록삼산 0.1 

wt%,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0.3 wt%를 첨가한 방부시스템

을 적용한 제형을 준비하였다. 선크림 2 종의 경우, Table 3

의 6번의 1,2-헥산다이올 0.1 wt%와 에틸헥실글리세린 0.25 

wt%, 카프릴릴글리콜(caprylyl glycol, CG) 0.45 wt%를 사용

한 방부시스템을 적용한 제형과 Table 3의 7, 8, 9, 10번과 

같이 각각 아니스산나트륨 0.3 wt%, p-아니스산 0.2 wt%, 

카프릴하이드록삼산 0.1 wt%,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0.3 

Antimicrobial agents Additional solvent

Initial 

concentration 

(%)

Sodium anisate N/A 2.0

p-anisic acid
Dimethyl sulfoxide 3%

ethanol 2%
0.1

Caprylhydroxamic acid
Dimethyl sulfoxide 3%

ethanol 2%
0.2

o-cymen-5-ol
Dimethyl sulfoxide 3%

ethanol 2%
0.1

Hydroxyacetophenone
Dimethyl sulfoxide 3%

ethanol 2%
1.0

Table 1. Initial Setting Antimicrobial Agents Concentration of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Assay

Type of formulation
Content (wt%)

pH
Water Lipid Surfactant Sunscreen agents Polymer Polyol Powder EDTA etc.

O/W cream 77.68 11.1 3.5 N/A 0.7 7 N/A 0.02 N/A 5.5

O/W lotion 72.9 11.98 2.63 N/A 0.3 12 N/A 0.02 0.17 6.0

Solubilization toner 94.9 N/A 0.1 N/A 1 4 N/A N/A N/A 5.1

O/W sun cream 1 60.33 6.50 5.04 20.06 1.44 4 2 0.02 0.61 7.5

O/W sun cream 2 50.43 19.39 3.91 13 2.15 7 4 N/A 0.12 5.5

Table 2. Formulation Composition Used in Preservative Efficac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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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를 첨가한 방부시스템을 적용한 제형을 준비하였다. 

각 방부시스템을 적용한 수분산 제형에 대한 방부력 시험

을 ISO11930 Cosmetics — Microbiology — Evaluation of the 

antimicrobial protection of a cosmetic product (2012) 가이드

라인에 따라 수행하였다. 방부력 시험에 쓰일 접종원을 준

비한 후 접종 균액의 농도가 접종 후에 세균은 1 × 106-7 

CFU/g, 효모와 곰팡이는 1 × 105-6 CFU/g이 되게 균 현탁

액을 준비하였다. 준비한 샘플 20 g에 균 현탁액을 각각 

1%씩 접종하였다. 접종한 샘플을 접종 균액이 제형에 균

일하게 분산될 수 있게 혼합한 후 25 ℃에서 보관하였다. 

7 일, 14 일, 28 일 간격으로 무균 조작 하에서 1 g 샘플을 

채취하여 희석액으로 적절히 희석하여 세균은 TSA배지에 

효모는 SDA배지에 32.5 ℃로 48 ∼ 72 h 배양 후 생균수

를 계수하였고 곰팡이의 경우 PDA배지에 22.5 ℃로 3 ∼ 

5 일 배양하여 생균수를 계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Assay 결과

MIC assay를 통해 물질 5 종 아니스산나트륨(SA), p-아니스

산(p-AA), 카프릴하이드록삼산(CHA), o-시멘-5-올(o-cymen-5-ol),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A)의 S. aureus, E. coli, P. aeruginosa, 

C. albicans, A. brasiliensis에 대한 최소 생육 저해 농도를 

확인하였다. Table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아니스산나트륨

은 A. brasiliensis에 대해 MIC가 0.125%로 나타났고 나머지 

4 개 균에 대해 2%로 측정되었다. p-아니스산의 경우, A. 

No.
Preservative system concentration (wt%)

Cosmetic formulation
1,2-HD EG CG Additional antimicrobial agents

1 2 0.05 N/A N/A

 1. O/W cream

 2. O/W lotion

 3. Solubilization toner

2 2 0.05 N/A SA 0.3 wt%

3 2 0.05 N/A p-AA 0.2 wt%

4 2 0.05 N/A CHA 0.1 wt%

5 2 0.05 N/A HA 0.3 wt%

6 0.1 0.25 0.45 N/A

 1. O/W sun cream 1

 2. O/W sun cream 2

7 0.1 0.25 0.45 SA 0.3 wt%

8 0.1 0.25 0.45 p-AA 0.2 wt%

9 0.1 0.25 0.45 CHA 0.1 wt%

10 0.1 0.25 0.45 HA 0.3 wt%

1,2-hexanediol (1,2-HD)

ethylhexylglycerin (EG)

caprylyl glycol (CG)

sodium anisate (SA)

p-anisic acid (p-AA)

caprylhydroxamic acid (CHA)

hydroxyacetophenone (HA)

Table 3. Concentration of Preservatives in Tested Cosmetic Formulations 

Test organism
MIC (%)

Sodium anisate p-anisic acid Caprylhydroxamic acid o-cymen-5-ol Hydroxyacetophenone

S. aureus 2 > 0.1 0.1 > 0.1 0.5

E. coli 2 > 0.1 0.1 > 0.1 0.25

P. aeruginosa 2 > 0.1 0.1 > 0.1 0.25

C. albicans 2 > 0.1 0.0125 > 0.1 0.25

A. brasiliensis 0.125 0.05 0.05 > 0.1 0.125

Table 4.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Assay Results for Each Test 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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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siliensis에 대해 MIC가 0.05%로 측정되었으며 나머지 4 

개 균에 대해서는 최고 농도인 0.1%에서 항균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카프릴하이드록삼산은 C. albicans와 A. brasiliensis에 

대해 MIC가 각각 0.0125%, 0.05%였으며 나머지 3 개 세균

에 대해서는 0.1%로 측정되었다. o-시멘-5-올은 최고 농도 

0.1%에서 5 개 균에 대해 항균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방부

력 시험은 진행하지 않았다.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은 A. 

brasiliensis에 대해 MIC가 0.125%로 측정되었으며 나머지 

균에 대해서는 MIC가 0.25 ∼ 0.5%로 측정되었다. 5 개 물

질의 항균력을 MIC assay를 통해 확인한 결과 o-시멘-5-올

은 최고 농도 0.1%에서 항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고, 나

머지 물질 4 종은 0.05 ∼ 0.125%에서 진균에 대한 항균력

을 나타내었다. 

3.2. Preservative Efficacy Test (PET) 결과

곰팡이에 대한 항균력이 있는 물질 4 종 아니스산나트

륨, p-아니스산, 카프릴하이드록삼산, 하이드록시아세토페

논의 MIC 값을 고려하여 Table 3과 같이 방부시스템을 설

Figure 1. The result of preservative efficacy test of O/W cream formulation according to antimicrobial agen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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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4 가지 수분산 화장품 제형에 적용하여 방부력 시험

을 실시하였다. O/W 크림 제형의 S. aureus, E. coli, P. 

aeruginosa, C. albicans, A. brasiliensis에 대한 방부력 시험 

결과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곰팡이에 취약함을 보인 방

부시스템인 1,2-헥산다이올 2 wt%와 에틸헥실글리세린 

0.05 wt%를 적용한 경우, Figure 1A와 같이 A. brasiliensis

에 대한 로그제거율이 7 일차에 0.32, 14 일차에 0.22, 28 

일차에 0.61로 28 일차까지도 1로그 이상 사멸하지 않아 

곰팡이에 대한 항균력이 낮았다. 항진균력을 향상시킬 물

질인 아니스산나트륨 0.3 wt%, p-아니스산 0.2 wt%, 카프

릴하이드록삼산 0.1 wt%,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0.3 wt%

를 첨가한 방부시스템을 적용한 Figure 1B, C, D, E의 결과

에서는 A. brasiliensis에 대해 7 일차에 모든 경우에서 

99.9% 이상의 사멸률을 보이며 곰팡이에 대한 항균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2에는 O/W 로션 제형의 방부력 시험 결과를 나

타내었다. O/W 로션 제형의 방부력 시험 결과는 1,2-헥산

다이올 2 wt%와 에틸헥실글리세린 0.05 wt%의 방부시스

Figure 2. The result of preservative efficacy test of O/W lotion formulation according to antimicrobial agen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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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적용한 Figure 2A에서 A. brasiliensis에 대한 7 일차 

로그제거율이 0.3인 것에 비해 아니스산나트륨 0.3 wt%를 

첨가한 Figure 2B, p-아니스산 0.2 wt%를 첨가한 Figure 2C, 

카프릴하이드록삼산 0.1 wt%를 첨가한 Figure 2D, 하이드

록시아세토페논 0.3 wt%를 첨가한 Figure 2E에서 7 일차 

로그제거율이 각각 0.83, 2.43, 3.34, 3.34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가용화 토너 제형에 대한 방부 시험 결과는 Figure 3에 

나타내었다. 곰팡이의 시험 결과는 O/W 로션 제형의 결과

와 마찬가지로 1,2-헥산다이올 2 wt%와 에틸헥실글리세린 

0.05 wt%의 방부시스템을 적용한 Figure 3A의 A. 

brasiliensis에 대한 7 일차 로그제거율이 0.27인 것에 비해 

Figure 3B, C, D, E의 로그제거율이 각각 0.63, 2.62, 3.01, 

3.32로 더 높은 로그제거율 값을 나타내었다. 아니스산나

트륨 0.3 wt%를 첨가한 Figure 3B의 경우, A. brasiliensis에 

대한 7 일차 로그제거율이 0.63으로 Figure 3C, Figure 3D, 

Figure 3E의 로그 제거율이 2.62, 3.01, 3.32인 것에 비해 낮

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S. aureus에 대한 방부력 시험 

Figure 3. The result of preservative efficacy test of solubilization toner formulation according to antimicrobial agen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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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1,2-헥산다이올 2 wt%와 에틸헥실글리세린 0.05 

wt%의 방부시스템을 적용한 Figure 3A의 S. aureus에 대한 

로그제거율이 7 일차에 4.52였는데 아니스산나트륨 0.3 

wt%를 추가한 Figure 3B의 경우에 7 일차 로그제거율이 

2.85로 항균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

니스산나트륨은 곰팡이에 대한 항균력은 증가시키나 S. 

aureus의 항균력은 감소시킬 수 있어 사용 시, 세균에 대한 

방부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O/W 선크림 1 제형에 대한 방부 시험 결과는 Figure 4

에 나타내었다. 곰팡이에 취약함을 보인 방부시스템인 1,2-

헥산다이올 0.1 wt%, 에틸헥실글리세린 0.25 wt%와 카프

릴릴글리콜 0.45 wt%를 제형에 적용하여 시험한 Figure 4A

의 A. brasiliensis에 대한 7 일차 로그제거율이 0.25로 나타

났고 아니스산나트륨 0.3 wt%를 첨가한 Figure 4B와 카프

릴하이드록삼산 0.1 wt%를 첨가한 Figure 4D의 경우, A. 

brasiliensis에 대한 7 일차 로그제거율이 각각 0.38, 0.48로 

0.25 보다는 높았으나, p-아니스산 0.2 wt%를 적용한 Figure 

4C와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0.3 wt%을 적용한 Figure 4E

Figure 4. The result of preservative efficacy test of O/W sun cream 1 formulation according to antimicrobial agen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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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7 일차 로그제거율이 각각 1.90, 2.32로 90% 이상

의 사멸률을 보여 아니스산나트륨과 카프릴하이드록삼산

에 비해 p-아니스산과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이 선크림 제

형에서 진균에 대한 방부력 향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Figure 5에는 O/W 선크림 2 제형에 대한 방부 시험 결

과를 나타내었다. 선크림 2 제형에 대한 방부력 시험 결과

는 선크림 1 제형에 대한 시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

내나 pH가 더 낮은 선크림 2 제형에서 곰팡이에 대한 항

균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각 방부시스템을 적용한 

선크림 1 제형과 2 제형의 A. brasiliensis에 대한 7 일차 사

멸률을 Figure 6과 같이 나타내어 비교해보았다. 1,2-헥산

다이올 0.1 wt%, 에틸헥실글리세린 0.25 wt%와 카프릴릴

글리콜 0.45 wt%를 제형에 적용한 Figure 6A의 경우를 포

함해 아니스산나트륨 0.3 wt%를 첨가한 Figure 6B의 경우

와 카프릴하이드록삼산 0.1 wt%를 첨가한 Figure 6D의 경

우에 pH가 5.5인 선크림 2 제형의 A. brasiliensis에 대한 7 

일차 사멸률이 57%, 97.1%, 92.27%로 pH가 7.5인 선크림 1 

Figure 5. The result of preservative efficacy test of O/W sun cream 2 formulation according to antimicrobial agen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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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의 A. brasiliensis에 대한 7 일차 사멸률이 43.96%, 

58.45%, 66.67%인 것에 비해 각각의 경우 더 높았으며, p-

아니스산 0.2 wt%를 적용한 Figure 6C와 하이드록시아세토

페논 0.3 wt%를 적용한 Figure 6E의 경우에는 선크림 2 제

형의 A. brasiliensis에 대한 7 일차 사멸률이 78.74%, 

98.55%로 선크림 1 제형의 사멸률인 98.74%, 99.52%에 비

해 약간 낮지만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

해, 방부력 향상을 위해 제형의 pH를 4.0 ∼ 6.0 범위 내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able 2

에 나타낸 선크림 1 제형의 구성 성분이 물 60.33 wt%, 계

면활성제 5.04 wt%, 자외선차단제 20.06 wt%, 지질 6.50 

wt%, 폴리올 4 wt%인 것에 비해 선크림 2 제형의 구성 성

분이 물 50.43 wt%, 계면활성제 3.91 wt%, 자외선 차단제 

13 wt%로 함량은 더 낮고 지질 19.39 wt%, 폴리올 7 wt%

로 함량이 더 높아 곰팡이 항균력을 강화하는데 더 유리했

을 것으로 판단된다[15,16].  

종합적으로 5 가지 제형의 A. brasiliensis에 대한 7 일차 

방부력 테스트 결과를 Figure 7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검

토한 방부시스템은 모든 제형에서 항진균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p-아니스산 0.2 wt%를 추가한 Figure 7C

의 방부시스템을 제형에 적용한 경우에 모든 제형에서 

97% 이상의 사멸률을 보여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산류 방부제인 p-아니스산은 다

른 유기산류 방부제인 안식향산이 Zygosaccharomyces bailii 

(Z. bailii)에 대한 주요 작용인 일반적인 에너지 손실, 즉 

ATP 고갈을 유발하는 것과 같이 미생물에 작용 시, 미생

물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ATP 소모를 유발하여 항균 활성

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17].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니스산나트륨, p-아니스산, 카프릴하이

드록삼산, o-시멘-5-올,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을 MIC assay

를 통해 항균 효과를 검토하고, 제형의 곰팡이에 대한 방

부력 향상을 위해 수분산 화장품에 적용하여 방부력 시험

을 진행하였다. 

MIC assay 결과, 아니스산나트륨, p-아니스산, 카프릴하

Figure 7. Comparison of preservative efficacy against A. brasiliensis 7 days after inoculation for cosmetic formulations. (A) No added raw

materials to improve antifungal power. (B) Add SA 0.3 wt%. (C) Add p-AA 0.2 wt%. (D) Add CHA 0.1 wt%. (E) Add HA 0.3 wt%.

Figure 6. Comparison of preservative efficacy against A. brasiliensis

7 days after inoculation for O/W sun cream 1 (pH 7.5) and O/W 

sun cream 2 (pH 5.5) formulation according to antimicrobial 

agent concentration. (A) 1,2-HD 0.1 wt%, EG 0.25 wt%, CG 

0.45 wt%. (B) 1,2-HD 0.1 wt%, EG 0.25 wt%, CG 0.45 wt%, 

SA 0.3 wt%. (C) 1,2-HD 0.1 wt%, EG 0.25 wt%, CG 0.45 wt%, 

p-AA 0.2 wt%. (D) 1,2-HD 0.1 wt%, EG 0.25 wt%, CG 0.45 

wt%, CHA 0.1 wt%. (E) 1,2-HD 0.1 wt%, EG 0.25 wt%, CG 

0.45 wt%, HA 0.3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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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록삼산, o-시멘-5-올,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중 o-시멘

-5-올은 최고 농도 0.1%에서 균 5  종에 대한 항균력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물질 4 종은 0.05 ∼ 0.125% 범위

에서 진균에 대한 항균력을 나타냈다. 방부력 시험 결과, 

수분산 크림, 로션, 토너, 선크림 제형에 아니스산나트륨, 

p-아니스산, 카프릴하이드록삼산,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을 

첨가했을 때, A. brasiliensis에 대한 항균력이 증가하였다. 

토너 제형의 경우에는 아니스산나트륨 0.3 wt%를 첨가한 

경우, S. aureus에 대한 항균력이 저하되므로 사용 시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O/W 선크림1(pH 7.5)과 O/W 

선크림2(pH 5.5)의 7일차 곰팡이 사멸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니스산나트륨 0.3 wt%를 첨가한 경우와 카프릴하이

드록삼산 0.1 wt%를 첨가한 경우 선크림1 제형에서 사멸

률이 58.45 %, 66.67 %인 것에 비해 선크림 2 제형의 사멸

률이 97.1%, 92.27%로 pH 4.0 ∼ 6.0 범위 내에서 항진균 

효과가 향상되었다. p-아니스산 0.2 wt%를 첨가한 방부시

스템의 경우, 수분산 크림, 로션, 토너, 선크림 제형에서 7

일차 곰팡이 사멸률이 97% 이상을 나타내어 각 제형에 대

한 항진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진균에 효과적인 방부시스템의 확인으로 진균에 

대해 방부력이 취약한 수분산 제형의 방부시스템을 개선

하여 화장품 제형의 진균에 대한 보존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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