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Introduction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전기식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초고압 분산처리 공정이 화장품 제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비타민 C  스킨필러의경우분산압력이높아질수록입자크기가작아져처리전 Dv(50) 133 um에서 1,500bar 처리후 Dv(50) 16.7um로줄어들었다. 

 입자분포의경우처리전에 10 um와 300um 부근의 2곳에서분포가확인되었지만분산처리후에는단일분포화되어짐을확인할수있었다.

 세라마이드스킨케어를압력 1,500bar에서분산처리한결과 1회통과시료의입자크기가 177.3 nm로제일작게확인되었고, PSI가 0.206으로안정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초고압분산처리를통한기능성화장품의물성변화를알아보기위한추가연구를진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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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erimental

3. Results & Discussion

Drug Delivery 
System

Environment

최근피부유해환경이갈수록심화되며피부를보호하고기능을개선할수있는기능성화장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피부보호를위한스킨케어및스킨필러화

장품의 유용 성분 침투 및 흡수를 높이기 위해 유효 물질의 미세화에 관심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C와 세라마이드가 각각 포함된 스킨필러와 세라마이드의 초고압

분산 처리에 따른 입자 크기변화를 알아 보았다. 분산처리에 따른 유효성분의 입자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기 압력 500~1500bar, 통과 횟수 1~3회를 변화 시키며 실험

을 진행하였다. 분산처리 후 입자 크기 및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말번 社의 mastersizer 3000과 zetasizer 90을이용하였다. 초고압 분산기 압력이 높아 질수록 입자의 크기

는작아졌으며통과횟수에는큰영향이확인되지않았다.

 초고압 분산 장치의 특징  초고압 전기 모터형 분산기  미세 유화액 제조 방법

 분산처리 시료의 Dv(10), Dv(50), Dv(90) 비타민 C 스킨 필러 제조 방법

- Ascorbic 소재의경우 100~300 um 입자사용

- 말번社의 Master sizer 분석장비를이용해입도분석

- 분산압력이높아질수록비타민 C인 Ascorbic 의입자가작아짐

- Dv(90)의경우처리전 393 um ---> 43.7 um(1500bar)로확인

0

2

4

6

8

10

12

14

0.10 1.00 10.00 100.00 1000.00

Vo
lu

m
e 

D
en

si
ty

(%
)

Size Classes(um)

처리전 500 bar

1200 bar 1500 bar

Dv(10) Dv(50) Dv(90)

처리 전 7.36 133 393

500 bar 16.9 36.1 75.7

1200 bar 17.1 33.3 61.7

1500 bar 5.27 16.7 43.7

 분산처리 시료의 입도 분포 그래프

particle size PSI

처리 전 789.4 0.63

1 Pass 177.3 0.206

2 Pass 184.2 0.215

3 Pass 196.5 0.223

 세라마이드 스킨 케어 제조  분산처리 시료의 zeta size 및 PSI  분산처리 시료의 입도 분포 그래프

시료명 함량(%)

DS-Ceramide 1

SOYA-SPL-75H 5

D.I-Water 14

Glycerine 55

IMEX MCT 60/40 25

제조 시료 분석

액적 크기, 크기분포, Polydispersity Index)

분산 처리

전기모터형 초고압 분산기 (500~1,500bar, 1~3패스)

전처리 공정

Shear mixer(12,000 rpm, 5min)

원료 배합

Ascorbic, Silica Silylate, Demethicone, Dimethico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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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마이드가포함된스킨케어화장품의분산효과

- 1,500bar 분산후 입자크기및입자분포확인

- 시료는 DS-ceramide, SOYA-SD-75H, D.I-water, 

Glycerine, IMEX MCT 60/40 을사용함

- 분산횟수에따른입자크기및 PSI 분석을실시

- 1500bar로분산처리시입자크기가 177 nm로작아짐

- 처리전 789 nm ---> 196 nm(3 pass)로확인

- PSI 결과, 분산처리후 0.2로보다안정화됨

장치 스펙

- 작동 압력 : 1,500bar(권장압력)

- 유량 : 100ml/min

- 펌프 시스템 : 220VAC, 1PH, 60Hz

- 장비 크기 : 583(W), 576(D), 435(H)

- 무게 : 4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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