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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는 베타 하이드록시애씨드(beta-hydroxy acid, BHA)인 살리실릭애씨드와 지방족 하이드록시 

애씨드(lipo-hydroxy acid, LHA) 중 하나인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capryloyl salicylic acid)가 적용된 투명

한 외관의 클렌징 워터 제품 개발에 관한 것이다. 에탄올, 폴리올 및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를 이용하여 지용성인 

살리실릭애씨드와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의 물에 대한 용해도를 상승시킨 후 2 종류의 PEG 계면활성제의 

이중 마이셀 구조를 이용하여 현탁 및 석출 현상을 보완함으로써 투명 외관을 안정화하였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클렌징 워터를 개발하였고 광학 카메라와 이미지 분석기를 이용하여 메이크업 세정 능력과 피부결 개선 

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가용화 기술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그동안 적용이 어려운 LHA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제안하며 새로운 화학적 필링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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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development of transparent cleansing water with one of the beta-hydroxy acids (BHA), 

salicylic acid, and capryloyl salicylic acid, which is one of the lipo-hydroxy acids (LHA). Transparent appearance was 

stabilized by increasing the solubility of lipophilic salicylic acid and capryloyl salicylic acid in water using ethanol, polyol, 

and sodium hydroxide, and supplementing suspension and deposition using a double micelle structure of two types of 

PEG surfactants. Cleansing water applied with this technology was developed, and makeup removing ability and skin 

texture improvement ability were confirmed using an optical camera and an image analyzer. This solubilization technology 

is proposed as a new approach of LHA, which has been difficult to apply due to its low solubility in water, and is 

expected to help in the development of new chemical peeling products. 

Keywords: lipo-hydroxy acid, beta-hydroxy acid, salicylic acid, capryloyl salicylic acid, solubilization

1. 서  론 

소비자들은 피부 이상에 대한 해결책과 기초 화장품의 

빠른 흡수를 위해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필링

(peeling) 제품을 사용한다. 필링 제품은 물리적, 화학적, 생

물학적 각질 제거제로 나뉜다. 물리적 각질 제거제는 곡류

의 껍질, 씨앗 가루 등 천연 입자와 폴리에칠렌 등의 미세 

플라스틱을 피부 표면에 문지름으로써 피부 표면의 각질

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즉각적인 각질 제거 효과와 마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 생물학적 필링은 파파야, 우유, 

바나나, 판크레아틴(pancreatin), 곰팡이 균에서 추출한 단백

질과 지방분해효소를 사용하는 효소필링(enzyme peeling)으로 

모공 내부의 노폐물을 용해시켜 새로운 각질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킨다[1]. 화학적 필링은 alpha hydroxy acid (AHA), beta 

hydroxy acid (BHA), poly hydroxy acid (PHA) 또는 lipo 

hydroxy acid (LHA)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원료의 용해도 

특성에 따라 수용성인 AHA와 PHA, 지용성인 BHA와 LHA로 

나뉜다. BHA는 대표적으로 살리실릭애씨드가 있는데 관련된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않지만 각질 용해 및 면포 용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2], 표면 상피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각질화 

된 외피에 공유적으로 연결된 세포간 지질을 제거하여[3], 각

질 세포의 부착을 감소시켜 세포의 느슨해짐에 따른 분리를 

유발한다[4-6]. LHA에는 C8-리포하이드록시애씨드(C8-LHA) 

또는 2-하이드록시-5-옥타노일 벤조익애씨드라고 불리는 카프

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가 있다. AHA, BHA, PHA가 적용된 필

링제는 투명한 외관을 가진 제품이 많으나, LHA는 살리실산 

구조에 알킬기를 붙여 높은 지용성을 가지는 구조적 특이성

으로 인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쉽게 석출되어 유화 타

입 등 불투명 제형에만 적용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

해 LHA를 투명한 상태로 안정화 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

동안 적용이 어려운 지용성 필링 성분을 적용한 투명 외관의 

화장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2.1. 원료

살리실릭애씨드와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의 용해도 

실험 및 가용화제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화장품용 등급

의 원료를 사용하였다(Table 1). 정제수는 증류수 제조기(D.I 

　Chemical name Company (Country)

Sodium hydroxide OCI company (Korea)

Disodium EDTA NAGASE CHEMTEX (Japan)

Citric acid JUNGBUNZLAUER (Austria)

Sodium Citriate JUNGBUNZLAUER (Austria)

PEG-6 Caprylic/Capric glycerides CREMER OLEO (Germany)

Decyl glucoside BASF (China)

Ethanol Korea alcohol industrial (Korea)

Butylene glycol
OQ chemicals corporation 

(USA)

Glycerin Emery (Malaysia)

Dipropylene glycol SKC (Korea)

Propandiol
Dupont tate & lyle bio 

product (U.S.A)

Sorbitol Roquette freres (France)

Salicylic acid Duksan (Korea)

Capryloyl salicylic acid Brillian (China)

PPG-26-buteth-26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Sensient cosmetic tech 

(France)

PEG-60 Hydrogenated castor oil
Nikkol chemicals Co., LTD. 

(Japan)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Nikkol chemicals Co., LTD. 

(Japan)

Octyldodeceth-16 Nihon emulsion (Japan)

Table 1. List of Used Re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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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reatment System, Chungpoong Technical Eng Co., Korea)

를 이용하였다. 피피지-26-부테스-26과 피이지-40-하이드로

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은 정제수에 55 : 35 : 10 (wt%) 비율로 

혼합되어있는 원료를 사용했다.

2.2. 기기

교반 장치로는 아지 믹서(SSC811CA,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Japan)를 사용하였다. 

2.3. 실험 방법

제형은 각각의 알코올 또는 가용화제에 카프릴로일살리

실릭애씨드를 상온 혹은 85 ℃로 가온 용해한 후 상온의 

정제수에 아지 믹서를 교반하면서 천천히 투입한 다음 2 

min 간 고르게 교반하였다.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는 상온의 

정제수에 10.0%의 농도로 완전 용해 한 뒤 상온에서 아지 

믹서를 교반하면서 투입한 후 2 min 간 충분히 혼합한 다

음 30 ℃까지 냉각하였다. 

2.4. 효능 평가 

시험 전 피험자에게 시험의 목적과 개요, 시험 방법 및 

인체 적용시험 참가에 따른 위험성과 피부 이상 반응에 대

한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시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4.1. 피부 메이크업 세정 능력 측정

클렌징 워터로써의 메이크업 제거 능을 확인하기 위해 

세정 능력 시험을 진행하였다(IRB No. GCC-029-22-001). 

화장품을 소비하는 대상이 주로 여성이고, 피부 상태의 균

질성 및 작은 표본 수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피험자의 성별은 여성 1 명으로 선별하였다. 시험에 사용

한 메이크업 시료는 O/W 메이크업 베이스 및 포인트 메이

크업인 유분산 제형의 립스틱,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4 

종으로 선정하였다. 시험부위(하박 내측, 2 cm × 2 cm)에 

각 메이크업 시료를 8 μL를 고르게 바른 후 5 min 간 건

조시켰다. 이후 제품 사용법에 맞춰 제품 6 g을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 시험 부위 위에 약 5 min 간 올려놓은 후 화

장솜으로 잔여물을 닦아낸 뒤 미온수로 헹구어주었다. 육

안 평가로는 광학 촬영기기(VISIA-CR, Canfield Scientific, 

Inc., U.S.A)와 디지털 현미경(Digital Dermascope DE300, 

Firefly Global, U.S.A)을 사용하여 전후 비교 평가하였다.

2.4.2. 피부결 개선 능력 측정 

각질 개선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나이 31.8 세의 

여성 지원자 3 명, 남성 지원자 2 명을 대상으로 해당 시

료 도포 전후 피부결 개선 능력을 확인하였다(IRB No. 

GCC-029-22-001). 시험부위(하박 내측, 2 cm × 2 cm)를 비

누로 세정한 뒤, 10 min 간 항온항습실(22 ± 2 ℃, 40 ∼ 

60% relative humidity, RH)에서 대기한 다음 시험 부위에 

B-SQUAM으로 각질을 채취한 후 사용 전 값과 비교 평가

하였다. 채취한 각질은 광학 카메라(Visioscan VC 20plus, 

Courage Khazaka Electronic GmbH, Germany)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캡처한 다음 이미지 분석을 수행하여 사용 전후 

desqumation index (DI)를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하여 비교 분

석하였다[7]. DI는 시험 부위에서 탈락된 각질의 양으로, 

각질의 양이 많을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분석 이미지

는 파란색, 하늘색, 청록색, 주황색, 붉은색으로 갈수록 각

질 두께가 두꺼움을 의미한다.

 

DI = (2A + ∑n=1 to 5 [Tn·(n-1)])/5

  A = 모든 규모가 차지하는 면적 백분율

  Tn = 두께 단계 n 에 할당된 히스토그램 범위에서 비율 축

척 면적의 합계

  n = 1 에서 5까지의 두께 레벨(히스토그램의 5 개 동일한 크기 

범위)

3. 결과 및 고찰

3.1.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 용해도 실험

Figure 1과 같이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가 살리실릭

애씨드보다 용해가 더욱 어렵다. 때문에 카프릴로일살리실

릭애씨드가 용해가 되면 살리실릭애씨드도 용해가 된다는 

가정하에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의 단독 용해도 실험

을 Table 2의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육안 평가 방법으로 용

해도를 확인하였다(Table 2, Figure 2). 카프릴로일 살리실

릭애씨드는 살리실산 유도체로 국내 배합한도 함량인 

0.5%로 고정하였고,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함량은 내용물이 

완전히 투명해질 때까지 투입한 함량으로 결정하였다. 

실험결과 별도 가온 용해 시 완전 용해됨을 확인하였으

(A)        (B)

Figure 1. Structure of (A) salicylic acid and (B) capryloyl salicy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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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제수 투입 후 Table 2A는 Figure 2A와 같은 흰색 결

정을 포함한 액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대

로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가 정제수에 용해되지 않아 

석출됨을 의미한다.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를 투입한 이유는 

Figure 3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

드의 하이드록시기를 염 구조로 치환하여 용해도를 상승

시키고자 하였다(Figure 3). 

3.2.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 알코올 용해도 실험

Table 2와 Figure 2의 실험 결과 염 구조로 치환하는 것

이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의 용해도를 올리는데 도움

을 줌을 알 수 있었다. 용매를 사용하면 카프릴로일살리실

릭애씨드의 용해도를 추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 

용해도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용매는 하이드록시기 1 

개 내지 6 개의 저급 내지 고급 알코올로 기본 4.0%로 설

정하였고, 에탄올은 가온 시 화재의 위험으로 상온에서 용

해하였다. 폴리올의 용해 실험에서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

씨드가 가온 용해했을 때 완전히 용해되지 않으면 카프릴

로일살리실릭애씨드가 투명하게 용해되는 함량으로 증량

Ingredients
Contents (%)

(A) (B) (C) (D) (E) (F)

Water to 100 to 100 to 100 to 100 to 100 to 100

Ethanol 4.0 - - - - -

Propandiol - 4.0 - - - -

Dipropylene glycol - - 4.0 - - -

Butylene glycol - - - 4.0 - -

Sorbitol - - - - 8.0 -

Glycerin - - - - - 16.0

Capryloyl salicylic acid (LHA) 0.5 0.5 0.5 0.5 0.5 0.5

Sodium hydroxide (98%, 10% solution) 4.5 4.7 5.5 5.7 9.8 6.0

Solubility O O O O X O

Stability (4 ℃, one month) X O O O - X

Table 3. Results of Solubility Test of Capryloyl Salicylic Acid by Alcohol and Polyol Content 

(A)    (B) 

Figure 2. Optical image of Table 2, (A) liquid with crystals, 

(B) clear liquid. 

Figure 3. Mechanism of capryloyl salicylic acid salt form. 

Ingredients
Contents (%)

(A) (B)

Water to 100 to 100

Butylene glycol 4.0 4.0

Capryloyl salicylic acid (LHA) 0.5 0.5

Sodium hydroxide (98%, 10% solution) - 5.0

Table 2. Results of Solubility Test of Capryloyl Salicy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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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진행했다. 제조 직후 육안 평가법으로 확인하였고, 

완전히 투명하면 O, 이물이 관찰되면 X로 표기하였다. 이

어 투명하게 얻은 내용물은 4 ℃ 항온조에서 한 달간 관찰

했고 완전히 투명하면 O, 미세하거나 결정의 이물이 관찰

되면 X로 표기하였다(Table 3). 

안정도를 포함한 실험 결과 용매별 용해도는 부틸렌글

라이콜,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프로필렌글라이콜 > 에탄

올 > 글리세린 > 솔비톨 순으로 나타났다. 용매의 하이드

록시기가 적을수록 용해도가 높았으나, 에탄올과 같이 하

이드록시기가 1 개면 저온에서 석출되는 현상을 보였다. 

가장 용해도가 높은 폴리올의 하이드록시기는 2 개였으며, 

소듐 하이드록사이드의 투입 함량도 비슷하였다. 특히 에

탄올과 글리세린은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와의 단독용

해에서는 투명하게 잘 용해되었으나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투입 교반 시 잘 용해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 경쟁적으로 

용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알코올이 카

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 용해도를 상승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지만 절대적은 요소는 아님을 알 수 있다. 

3.3. 카프릴로일 살리실릭 애씨드 가용화제 상용성 확인

앞서 Table 3의 실험 결과 용해된 카프릴로일살리실릭

애씨드가 한달 경과 후 4 ℃에서 석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온도별 장기간 안정화하기 위해 가용화제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고 Table 4의 가용화제를 선정하였다. 이론적으로 

알코올과 같은 극성 물질을 소량 첨가할 때 마이셀의 크기

를 증가시켜 탄화수소의 가용화력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8]. 알코올은 부틸렌글라이콜로 고정하였으며, 제조 

직후 완전히 투명하면 O, 이물이 관찰되면 X로 표기하였

다. 갈변 현상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투명하게 얻은 내

용물을 4 ℃, 25 ℃ 및 45 ℃ 항온조에서 한 달간 관찰했

고 그 실험 결과를 Table 4와 Figure 4에 기재하였다. 완전

히 투명하면 O, 미세하고 작은 이물이 관찰되면 ∆, 결정

(A)

 

(B)

 

(C)

 

(D)

 

(E)

Figure 4. Optical image of Table 4, (A) clear liquid, (B ~ D) liquid with crystals, Left 4 ℃, middle 25 ℃, right 45 ℃. 

Ingredients
Contents (%)

(A) (B) (C) (D) (E)

Water to 100 to 100 to 100 to 100 to 100

Butylene glycol 4.0 4.0 4.0 4.0 4.0

PPG-26-buteth-26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0.5 - - - -

PEG-60 hydrogenated castor oil - 0.5 - - -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 - 0.5 - -

Octyldodeceth-16 - - - 0.5 -

Polyglyceryl-10 laurate - - - - 0.5

Capryloyl salicylic acid (LHA) 0.5 0.5 0.5 0.5 0.5

Sodium hydroxide (98%, 10% solution) 2.3 2.3 2.3 2.3 2.3

Solubility O O O O O

Stability

(one month)

4 ℃ O ∆ X X X

25 ℃ O ∆ X ∆ X

45 ℃ O ∆ X ∆ X

Table 4. Test Results for Type of Solub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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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물이 관찰되면 X로 표기하였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 

광학 카메라로 촬영 전 내용물을 흔들어 입자 및 결정 상

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Table 4A는 모든 조건에서 안정했으며, Table 

4B는 모든 온도 조건에서 미한 석출이 발견되었고, Table 

4D는 4 ℃의 조건에서 Table 4B보다 더 큰 결정이 관찰되

었다. 나머지 Table 4C와 Table 4E는 모든 조건에서 육안

으로 확인 가능한 큰 석출이 확인되었다. 피이지-60 하이

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과 피이지-40 하이드로제네이티

드캐스터오일은 친수기의 길이 차이만 존재하는데 친수기

에 가까울수록 물에 잘 용해되어 마이셀을 잘 형성하는 것

으로 보인다. 친수성-친유성 밸런스(Hydrophile-Lipophile 

Balance, HLB)를 보면 피이지-60 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

터오일과 피이지-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및 피

피지-26-부테스-26 혼합물은 14.0, 피이지-40 하이드로제네

이티드캐스터오일은 12.5 라고 알려져 있다. 친수성에 가

까울수록 가용화력이 높아져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가 

안정화되며, 동일한 HLB를 가지지만 피이지-40하이드로제

네이티드캐스터오일 및 피피지-26-부테스-26 혼합물이 피

이지-6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보다 안정한 이유는 

마이셀의 구조 차이로 보인다. Table 4와 Figure 4의 실험 

결과 제조 직후 투명하게 만들었지만 낮은 온도 및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해도가 낮아진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

가 석출된다. 석출이 되지 않은 내용물은 가용화제가 마이

셀 구조로 안정화해주는걸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

으로 단일 가용화제를 사용한 마이셀 구조는 불안정해져

서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가 안정화 되지 못하고, 가용

화제 2 개가 적용된 혼합 마이셀 구조에서는 카프릴로일

살리실릭애씨드가 안정화됨을 알 수 있었다. 피가용화물에 

따라 가용화 되는 위치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며, 알려진 

모식도는 Figure 5와 같다.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는 

지방족 사슬이 길기때문에 3 내지 4의 위치로 가용화가 될 

것으로 보이나 분자량이 큰 가용화질로 마이셀이 단일로 

이루어진 구조는 가용화 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적어 

석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가지 이상의 가용화

제로 이루어진 마이셀 구조는 가용화제의 비이온 계면활

성제 끼리의 반발력으로 인해 공간 확보가 용이하여 단일 

마이셀 구조보다 크기가 크고 이로 인해 가용화질이 마이

셀 내에 안정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온과 

고온에서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의 실험 결과 친수성 구조가 폴리글리세릴과 피

이지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피이지가 더 가용화가 용이하

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론적으로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마

이셀 회합수(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는 친수성기

의 길이, 친유성기의 길이의 관계, 온도 등 주변 환경에 영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고 알려져 있으며, 비이온 계면활성제에서 친수성기의 

반복 단위가 증가함에 따라 마이셀 회합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10].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친수기와 친유기가 증가하는 

것이 가용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혼합 가용화제

를 사용하면 단일 계면활성제보다 마이셀의 계면 막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단일로 친수성이 높은 계면활성제를 사

용하는 것 보다 두 가지 이상의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여 사

용하는 것이 더 안정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4. 살리실릭애씨드와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가 

용해된 클렌징 워터의 제조 및 효능 평가

3.4.1. 살리실릭애씨드와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가 

용해된 클렌징 워터의 제조

앞서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Table 5에 표기한 조성대로 

클렌징 워터를 제조하였다. 상온 공정으로 D 상은 70 ∼ 80 

Figure 5. Possible location of solubilization of drugs in surfactant micelles, depending on the solubilizate hydrophobicity. The black bold 

lines (⎯) represent the solubilizate at different sites in the micelle. The black circles represent the surfactant heads, the black bold 

curved lines represent surfactant heads consisting of poly ethylene oxide (PEO), and the light black curved lines represent the 

surfactant tail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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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로 별도 가온 용해 후 투입한 결과 Figure 6의 투

명 액상을 얻을 수 있었다(Table 5A, Figure 6). 효능을 비

교하기 위해 순수 클렌징 워터인 대조군 B도 제조하였다.

 

3.4.2. 효능 평가

3.4.2.1. 메이크업 세정 능력 평가

Table 5로 제조한 클렌징 워터의 세정 능력 평가를 진행

하였고 광학 현미경 관찰 결과 아이라이너를 제외한 파운

데이션, 립스틱 및 아이브로우에서 메이크업 세정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Figure 7). 클렌징 워터는 비이온성 계

면활성제를 이용한 리무버 능을 이용한 제품으로, 투명 외

관 및 산뜻한 사용감을 구현하기 위해 오일을 다량 함유할 

수 없다. 때문에 주로 오일로 이루어진 메이크업 제품군에 

대해 세정 능이 낮은 걸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클렌징 워터는 베이스 메이크업 세정용으로 주로 사용한

다. 해당 연구를 통해 개발된 클렌징 워터에 적용된 살리

실릭애씨드와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의 각질 탈락에 

의한 메이크업 세정 능을 높여 포인트 메이크업 제거가 용

이한 것으로 보인다.

3.4.2.2. 피부결 개선 평가

Table 5의 방법으로 제조한 클렌징 워터의 사용 전 후의 

각질 개선 능력을 이미지 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클

렌징 워터의 무도포 구간의 도포하기 전의 DI값은 Table 

5A는 평균 33.8, Table 5B는 43.1이었으며, 도포 이후 Table 

5A는 평균 28.7, Table 5B는 42.2로 증감률은 Table 5A –

15.3, Table 5B는 -2였다. 분석 이미지를 보면 사용 전 후 

Part Ingredients
Contents (%)

A B

A

Water to 100 to 100

Disodium EDTA 0.02 0.02

Citric acid 0.01 0.01

Sodium citrate 0.02 0.02

B
Decyl glucoside 0.50 0.50

PEG-6 Caprylic/Capric glycerides 4.00 4.00

C

Butylene glycol 8.00 8.00

Capryloyl salicilic acid (LHA) 0.50 -

Salicylic acid (BHA) 0.50 -

PPG-26-buteth-26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1.00 -

D
Sodium hydroxide 

(98%, 10% solution)
2.00 -

Table 5. Manufature of Cleansing Water Soluble Salicylic Acid 

and Capryloyl Salicylic Acid

Figure 6. Optical image of Table 5A, stability results by temperature

one month, Left 4 ℃, middle 25 ℃, right 45 ℃.  

  (A)

Make up application After application

1 2 1 2

Foundation

Lip Stick

Eye Liner

Eye Brow

  (B)

Foundation Lip Stick Eye Liner Eye Brow

A

B

Figure 7. Result of makeup removing efficacy, (A) optical image : 1,

Table 5A and 2, Table 5B, (B) Table 5A microscopy image 

(× 50) afte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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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질이 많은 붉은 색의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피부결 및 

각질 개선 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8).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HA 중 하나인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

드의 알코올 별 용해도를 이용하여 에탄올을 포함한 다양

한 폴리올을 검토하였고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강알

칼리인 소듐하이드록사이드를 이용하여 염 구조로 치환하

였다. 카프릴로일 구조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지랑이처럼 석출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피이지 계열의 가용화제 적용을 검토하였고, 카프릴로일 

구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일 구조가 아닌 2 가지 이상의 

가용화제를 적용하는 것이 장시간 안정도 확보가 가능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카프릴로일살리

실릭애씨드를 포함한 투명한 외관을 가진 클렌징 워터를 

제조하였고 효능 평가 결과 메이크업 세정 능력 및 피부결 

개선능 확인을 통해 각질 개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의 증량 시 소듐하

이드록사이드의 함량도 증가되므로 리브온으로 불가한 pH 

범위(pH 3.0 ∼ 9.0) 로 개발될 수 있으며, 염 구조를 위해 

소듐하이드록사이드나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와 같은 강알

칼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친수기의 반발력이 적은 방향

으로 가용화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폴리글리세릴 보다는 

피이지 구조를 가진 가용화제에서 안정한 현상을 보여 피

부 안전성을 고려하는 현 화장품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용해도 문제로 기

존 유화 제형에서만 검토되었던 LHA의 투명 제형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클렌징 워터를 포함한 

필링 스킨, 패드 등 다양한 제형으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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