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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투명 에멀젼 코스메틱 조성물

요약

2-메틸-1,3-프로판디올을 갖는 수상 및 실리콘, 특히 시클로메티콘 및 시클로메티콘-디메티콘 코폴리올 실리콘 유

동액 혼합물을 함유하는 유상을 포함하는 투명 투명 에멀젼 코스메틱 조성물을 제공한다. 이들 조성물들은 시각적으

로 투명함을 보여주며 상안정성이 높고, 가공하는 동안 전단응력에 대한 분해에 덜 민감한 콜드 크림 또는 제한제/탈

취제로 제제화될 수 있다.

색인어

에멀젼, 코스메틱, 크림, 투명, 실리콘 오일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코스메틱 에멀젼 조성물, 특히 투명하고 상안정성과 화장제거효능이 개선된 비전통적인 콜드 크림과 같은 

반 고형 겔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대의 클린싱 크림은 피부로부터 먼지나 화장품을 결합하여 제거하는 미네랄 오일의 용매작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 

루우즈, 립스틱 및 안면 파우더의 색소 제거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일상적인 문제이다. 클린싱 크림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적인 작용제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클린싱 크림은 수세기에 걸쳐서 발전되었다. 150년경에 그리스의 의사 갈런이 최초의 콜드 크림의 발명

자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의 스킨의 제조는 동물 및 식물성 지방과 오일로 이루어졌다. 밀랍 및 올리브유가 주요 성분

이었다. 갈런은 밀랍과 올리브유의 용융 혼합물에 물을 넣는 것을 착안하였다. 만들어진 제품은 오일의 피부 연화 효

과를 촉진시켰고, 물을 증발시킴으로써 오일의 상쾌한 냉각효과를 제공하였다. 불행하게도 제조공정은 느렸고, 힘들

었다. 또한 제품은 불안정하였으며 악취를 유발하였다. 얼마안있어 달콤한 아몬드유가 종래 제재의 올리브유를 대체

하였다.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보락스가 도입되었고, 보다 백색이며 더 안정한 에멀젼이 얻어졌다.

콜드 크림은 진한 농도의 클린싱 크림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원래는 라틴어로 "차갑게 하는"이

라는 뜻의 "냉각제"로 정의되었는데, 이는 이를 바르면 냉감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금세기 초반까지도 많은 약제사

들이 자신들의 로오즈 워터(Rose Water) 연고를 제조하고, 이를 얼음위에 놓아 신선하게 하여 "콜드" 스킨 크림을 만

들었다. 사전에서는 콜드 크림을 피부를 진정시키고 세정하도록 사용되는 진정 및 세정 코스메틱 또는 전형적으로는 

오일과 중성(重性) 농도가 균형을 갖춘 코스메틱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전적인 콜드 크림은 밀랍, 미네랄 오일, 물 및 

보락스 성분을 함유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콜드 크림의 비전형적인 형태, 특히 효능과 향상된 심미감이 결합된 

것들이다.

미국 특허 제5,525,344호(위벨)은 화장 제거 효능이 향상된 투명 콜드 크림을 개시한다. 콜드 크림은 수성 에멀젼 중

의 휘발성 C  10 -C  20 탄화수소와 C  2 -C  6 폴리하이드릭 알콜, 폴리(C  2 -C  4 알콕실레이트) 중합체 및 실리콘 오

일의 연화 시스템의 조합이다.

당업계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보다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위벨(Wivell) 시스템

은 우수하지만, 점도 안정성을 개선하고, 가공하는 동안의 전단 응력에 대한 민감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화장을 더 

잘 제거하는 것이 추가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통적인 불투명 콜드 크림의 여러가지 물리적 특성이 있는 투명 제품인 코스메틱 조성물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우수한 피부 감촉(비지방)과 전통적인 콜드 크림에 필적할 만한 지방, 화장 제거 및 세정 효

능을 갖는 코스메틱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우수한 점도 안정성 및 가공성을 갖는 에멀젼 형태의 코스메틱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 및 기타 목적들은 후술하는 발명의 요약 및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용이하게 명백해질 것

이다.

<발명의 요약>
(i) 2-메틸-1,3-프로판디올을 함유하는 수상(water phase) 10 내지 97 중량%; 및

(ii) 실리콘 오일을 함유하는 유상(oily phase) 2 내지 90 중량%

를 함유하는 투명 에멀젼 코스메틱 조성물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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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점도가 안정하며, 가공성이 개선되고, 콜드 크림으로 사용할 경우 화장 제거/세정 효능이 개선된 투명 반 고형 조성물

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조성물은 수상에 2-메틸-1,3-프로판디올 및 유상에 1종 이상의 실리콘 오일

을 함유하는 물과 오일의 에멀젼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유중수(油中水) 또는 수중유(水中油) 또는 두부분으로 된 에멀젼일 수 있다. 에멀젼의 수상의 양

은 10 내지 97 중량%,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90 중량%, 적절하게는 55 내지 85 중량%의 범위일 것이다. 수상중의 

물의 양은 1 내지 90 중량%,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80 중량%, 적절하게는 40 내지 70 중량%이다. 에멀젼의 유상은 

2 내지 90 중량%, 바람직하게는 5 내지 60 중량%, 적절하게는 10 내지 40 중량%로 이루어 질 것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광학적으로 투명 용기에 포장할 때 비추어 보일 수 있는 투명 코스메틱 제품이 될 것으로 의도되

었다. 이들 조성물들은 바람직하게는 21℃에서 1.3975 내지 1.4200 의 굴절율 및 21℃에서 50 NTU (탁도계의 혼탁

단위)를 초과하는 더 나은 광 순도 및 21℃에서 10,000 cps 이상의 점도, 바람직하게는 30,000cps 이상의 점도를 가

질 수 있다. 수상 및 유상의 굴절율(5891Å에서 측정)은 0.0050, 바람직하게는 0.0004 굴절율 단위 내에서 조절되어

야 한다. 본 발명의 광학적 투명 조성물은 시각적으로 투명하여, 유리와 같이 그 뒤에 있는 물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조성물들은 30 NTU 미만의 탁도값을 가질 것이다. 증류수의 탁도는 1 NTU이며,

전체 증류수 350부 중 전부 희석된 우유 1부는 200 NTU의 탁도를 갖는다.

수상의 필수 요소로 2-메틸-1,3-프로판디올(아르코 케미칼 캄파니 판매, 제품명 MP 디올 글리콜)이 존재할 것이다. 

이 디올의 양은 코스메틱 조성물 중 1 내지 70 중량%,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50 중량%, 적절하게는 20 내지 40 중량

%의 범위일 것이다. 물을 제외하고는 이 디올은 바람직하게는 수상에서, 심지어 전체 코스메틱 조성물 중에서 농도가

가장 높은 성분이다.

기타 폴리하이드릭 알콜이 수상에서 부가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들 폴리하이드릭 알콜은 2 내지 6 개의 하이드록실

기, 바람직하게는 2 내지 3 개의 하이드록실기를 함유할 수 있다. 이들은 2 내지 6개의 탄소 원자, 바람직하게는 2 내

지 3개의 탄소원자를 또한 함유할 수 있다. 적합한 폴리하이드릭 알콜은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트리메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및 솔비톨을 포함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글리세린이다. 폴리하이드릭 알콜의 양은 코스메틱 조

성물 중 1 내지 30 중량%, 바람직하게는 2 내지 25 중량%, 적절하게는 5 내지 12 중량%의 범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수상의 또 다른 가능한 성분은 폴리 (C  2 -C  4 알콕실레이트) 중합체의 성분이다. 이 중합

체는 C  2 -C  4 알킬렌 옥시드 단량체 단위 3 내지 200 단위를 함유할 것이다. 이들 단위는 동종중합되거나, 다른 알

킬렌 옥시드 단량체 단위와 공중합되거나 또는 C  2 -C  20 알카노익산 또는 알콜과 같은 유기소수기로 축합될 수 있

다. 대표적인 동종- 및 공중합체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및 폴리(에틸렌 옥시드)(프로필렌 옥시

드) (제품명 풀로닉; BASF사 판매)이다. 소수기 단위의 대표적인 것은 PPG-15 스테아릴 에테르, PEG-10 스테아릴 

에테르, PPG-15 팔미틸 에테르 및 폴록스아민 1307 (제품명 테트로닉 1307로 BASF 코오포레이션 판매)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폴리에틸렌 글리콜, 특히 PEG 5, PEG 32, PEG 400, PEG 540, PEG 600 및 이들의 조합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합체 사슬당 에틸렌 글리콜 12 몰을 갖는 PEG 600(유니온 카바이드 코오포레이션 판매)이다.

폴리 (C  2 -C  4 알콕시레이트) 중합체의 양은 코스메틱 조성물 중 1 내지 45 중량%,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30 중량

%, 적절하게는 15 내지 25 중량%의 범위일 것이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에 포함될 수 있다. 가장 바람 직한 것은 플랜테렌 2000 (데실 폴리글루

코오스) (헨켈 코오포레이션 판매)과 같은 알킬 폴리글리코시드이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양은 코스메틱 조성물의

0.5 내지 20 중량%,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 중량%, 적절하게는 1.5 내지 5 중량%이다.

또한 방부제가 잠재적으로 유해한 미생물의 성장을 방지하기에 효과적인 양으로 혼입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들

은 수상에 첨가되지만 일부는 유상에 첨가될 수도 있다. 그러한 방부제의 수준은 약 0.001 내지 약 1 중량%의 범위일

수 있다. 대표적인 방부제는 메틸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이미다졸리디닐 우레아, 소디움 디하이드록시아세테이트 및

벤질 알콜이다.

방향제, 전해질 및 착색제와 같은 기타 부차적인 부가 성분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유효양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에멀젼 조성물의 유상은 1종 이상의 실리콘 오일을 함유할 것이다. 실리콘 오일은 코스메틱 조성물의

2 내지 70 중량%, 바람직하게는 3 내지 50 중량%, 적절하게는 5 내지 15 중량%를 이룰 것이다. 이들 실리콘 오일은 

휘발성류 및 비휘발성류로 2분될 수 있다.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 "휘발성"은 주변온도에서 측정가능한 증기압을 갖는 

물질들을 일컫는다. 휘발성 실리콘 오일은 3 내지 9 개의 실리콘 원자 및 바람직하게는 4 내지 5 개의 실리콘 원자를 

함유하는 환식 또는 선형 폴리디메틸실록산으로부터 선택된다. 선형의 형태는 CTFA 명 디메티콘으로 알려진 반면, 

환식 형태는 CTFA명 시클로메티콘으로 알려진다. 시클로메티콘은 다우 코닝에서 제품명 DC244, DC245, DC344 

및 DC345로 판매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유용한 비휘발성 실리콘 오일은 폴리알킬 실록산, 폴리알킬아릴실록산 및 폴리에테르 실록산 공

중합체로 예시된다. 본문에서 유용한 필수 비휘발성 폴리알킬 실록산은 예를들면, 25℃에서 5 내지 100,000 센티스

트로크의 점도를 갖는 폴리디메틸 실록산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폴리디메틸 실록산은 25℃에서 10 내지 400 센티스

트로크의 점도를 갖는 것들이다. 그러한 폴리알킬 실록산은 비스카실 계열(제너럴 일렉트릭 캄파니 판매) 및 다우 코

닝 200 계열(다우 코닝 코오포레이션 판매)을 포함한다. 폴리알킬아릴 실록산은 25℃에서 15 내지 65 센티스트로크

의 점도를 갖는 폴리(메틸페닐)실록산을 포함한다. 이들은 예를 들면 SF 1075 메틸페닐 유동액(제너럴 일렉트릭 캄

파니 판매) 및 556 코스메틱 그레이드 유동액(다우 코닝 코오포레이션)으로 판매된다. 유용한 폴리에테르 실록산 공

중합체는 예를 들면 25℃에서 1200 내지 1500 센티스트로크의 점도를 갖는 폴리옥시알킬렌 에테르 공중합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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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그러한 유동액은 SF-1066 유기실리콘 계면활성제(제너럴 일렉트릭 캄파니 판매)로 판매된다.

본 발명의 목적상, 가장 유리한 것은 시클로메티콘, 디메티콘 코폴리올 및 디메티콘올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DC3225C 및 DC1401을 시클로메티콘 (예, DC344)과 함께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우 코닝 32

25C는 25℃에서 100-1,000 cst의 점도와 25℃에서 0.963의 비중을 갖는 시클로메티콘-디메티콘 코폴리올 실리콘 

유동액의 혼합물이다. 이 특정 실리콘의 양은 코스메틱 조성물의 1 내지 50 중량%, 바람직하게는 3 내지 15 중량%로

존재할 것이다. 다우 코닝 1401은 25℃에서 4,000-7,000 cst의 점도와 25℃에서 0.960의 비중을 갖는 시클로메티

콘 및 디메티콘올의 블렌드이다. DC 1401의 양은 전체 조성물의 0.5 내지 10 중량%, 바람직하게는 1 내지 5 중량%

의 범위일 수 있다.

기타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성분들이 유상에 혼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콜드 크림 조성물은 탄화수소 0.1 내지 15 

중량%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탄화수소는 퍼메틸 99A 또는 101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이것은 파날란 L-

14E(리포 케미칼 캄파니 판매)와 같은 수소화된 폴리이소부텐이다. 파르솔 1789 및 파르솔 MCX와 같은 방향제 및 

차광제가 코스메틱 조성물의 0.1 내지 1.5 중량%의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주로 투명한 콜드 크림과 관련이 있는 반면, 탈취 및 제한제 조성물 제거에 또한 유용할 수 있다. 이들 조성

물들은 알루미늄 클로로하이드레이트, 활성화된 알루미늄 클로로하이드레이트 및 알루미늄-지르코늄 테트라클로로

하이드렉스-글리신 및 관련 염과 같은 수렴성(astringent) 금속염의 추가적인 존재를 요구할 것이다. 수렴성 염의 양

은 코스메틱 조성물의 5 내지 40 중량%의 범위일 것이다. 수렴성 염외의 탈취 활성은 산화아연, 트리클로산 및 트리

클로반을 포함한다. 이들 재료의 양은 코스메틱 조성물의 0.1 내지 15 중량%의 범위일 수 있다.

후술하는 실시예는 본 발명의 선택적인 실시예를 보다 충분히 나타낼 것이다. 본문 및 첨부하는 특허청구범위에서 언

급된 모든 부, 퍼센트, 비율은 중량 단위이다.

실시예 1-10

본 발명에 따른 콜드 크림 조성물의 계열을 후술한다.

[표 1]

실시예

성분 1 2 3 4 5 6 7 8 9 10

A상

하마멜리스 20.00 20.00 -- -- -- -- 10.00 10.00 10.00 10.00

테트라 소디움 EDTA 0.02 0.20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염화나트륨 3.00 2.00 1.00 3.00 3.00 3.00 2.00 2.00 3.00 3.00

글리세린 5.00 5.00 6.00 7.00 7.00 8.00 8.00 5.00 5.00 5.00

디글리세린 5.00 5.00 6.00 -- -- -- -- 5.00 5.00 5.00

이소프렌 글리콜 -- -- -- -- -- -- 5.00 5.00 5.00 5.00

MP 디올 글리콜 25.00 25.00 30.00 30.00 15.00 35.00 40.00 40.00 40.00 40.00

1,3-부탄디올 -- -- -- -- -- 5.00 -- -- -- --

PEG-540 블렌드 3.50 3.50 -- -- 2.00 2.00 2.00 -- -- --

PEG-600 블렌드 -- -- 2.00 3.50 3.50 2.00 2.00 -- -- --

플랜테렌 2000 1.00 1.00 1.50 3.50 3.50 2.00 2.00 -- -- --

DL 판텐올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글리콜산 0.50 -- 2.00 -- -- -- -- -- -- --

벤질 알콜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페녹시에탄올/파라벤스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착색제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물 qs qs qs qs qs qs qs qs qs qs

B상

파날란 L-14E -- -- -- 3.00 3.00 3.00 3.00 1.50 1.50 1.50

퍼메틸 99A 3.00 3.00 3.00 -- -- -- -- 1.50 1.50 1.50

DC 1401 유동액 0.50 0.50 1.00 1.50 2.00 3.00 1.50 1.50 1.50 1.50

DC 344 유동액 9.87 9.87 6.00 9.37 12.37 8.37 7.50 7.50 7.50 7.50

DC 3225C 10.00 9.00 8.00 8.00 8.00 7.00 5.00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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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파르솔 1789 0.03 -- -- 0.03 0.03 -- -- -- -- --

실시예 11

일련의 성능 실험이 콜드 크림 조성물용의 2-메틸-1,3-프로판디올(MP 디올 글리콜)의 특별한 유용성을 구축하도록

수행되어졌다. 상이한 폴리하이드릭 디올 각각 30%가 함유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섯개의 크림들이 모두 동일하게 제

조되었다. 이들 크림들은 후술하는 표II에 약술되어 있다.

[표 2]

크림 제재

성분 샘플 A 샘플 B 샘플 C 샘플 D 샘플 E

중량 %

수상

물 29.85 29.85 29.85 29.85 29.85

테트라소디움 EDTA 0.02 0.02 0.02 0.02 0.02

하마멜리스 0.20 0.20 0.20 0.20 0.20

염화나트륨 3.00 3.00 3.00 3.00 3.00

MP 디올 글리콜 30.00 -- -- -- --

글리세린 7.00 37.00 7.00 7.00 7.00

폴리에틸렌 글리콜 400 -- -- 30.00 -- --

프로필렌 글리콜 -- -- -- 30.00 --

1,3-부탄디올 -- -- -- -- 30.00

PEG 600 3.50 3.50 3.50 3.50 3.50

DL 판텐올 0.10 0.10 0.10 0.10 0.10

벤질 알콜 0.50 0.50 0.50 0.50 0.50

페노닢 0.20 0.20 0.20 0.20 0.20

플란타렌 2000 3.50 3.50 3.50 3.50 3.50

착색제 0.03 0.03 0.03 0.03 0.03

유상

파르솔 1789 0.03 0.03 0.03 0.03 0.03

파날렌 L-14E 3.00 3.00 3.00 3.00 3.00

퍼메틸 99A 0.05 0.05 0.05 0.05 0.05

DC 1401 유동액 1.50 1.50 1.50 1.50 1.50

DC 344 유동액 9.37 9.37 9.37 9.37 9.37

DC 3225 8.00 8.00 8.00 8.00 8.00

비타민 E 아세테이트 0.01 0.01 0.01 0.01 0.01

방향제 0.14 0.14 0.14 0.14 0.14

표 3은 초기 및 2주동안 50℃의 저장조건에서 상기 샘플 각각의 투명도를 나타낸 것이다(실온 및 고온에서 측정). 투

명도 서열은 1.0(투명)으로부터 5.0(희끄므레하여 불투명)까지의 스케일에 있었다. 샘플 A만이 제조 후 곧장 투명한 

재료였으며 실온에서 측정되었다. 2주동안 50℃에서 저장한 후, 다른 샘플은 투명도를 향상시키지 않은 반면 샘플A

는 여전히 투명하게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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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샘플 초기 투명도 (실온 측정)
50℃이후의 투명도 2주간 저장 (실온 측

정)

50℃이후의 투명도 2주간 저장 (고온측

정)

A 투 명 (5.0) 투 명 (5.0) 투 명

B 흐릿함/희끄므레함 (2.0) 불투명/희끄므레함 (2.0) 불투명/희끄므레함

C 흐릿함, 희끄므레함 (2.0) 불투명/희끄므레함 (2.0) 불투명/희끄므레함

D 반투명 내지 흐릿함 (3.0) 반투명 내지 흐릿함 (3.0) 투 명

E 반투명 (4.0) 반투명/흐릿함 (4.0) 반투명/흐릿함

착색 코스메틱 제거 성능 시험을 샘플 A부터 E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열명의 패널리스트들이 비교 시험에 참여했다. 

테스트 1에서, 패널리스트들은 샘플 A로 피부의 일정 부위를 처리한 반면, 다른 패널리스트들은 같은 양의 샘플 B로 

처리하였다. 각각의 부위를 마스카라를 제거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지웠다. 패널리스트들은 1.0 내지 5.0 의 스케일로 

제거 효능의 등급을 평가하도록 요구받았으며, 5.0이 착색 코스메틱의 완벽한 제거를 나타내는 반면, 1.0은 전혀 제거

되지 않은 것이다. 테스트 2, 3 및 4를 샘플 C, D 및 E 각각과 비교하여 샘플 A와 같은 절차로 반복하였다. 일련의 유

사한 테스트를 마스카라 대신에 뺨의 부위상에 화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여 수행하였다.

표 IV는 칼라 코스메틱 제거 시험의 결과를 열거한다.

마스카라 및 화장에 기입된 수치들은 하나의 샘플이 다른 샘플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나타낸다고 지적하는 패널리스

트들의 숫자를 열거한 것이다. 예를 들면, 테스트 1에서는 10명의 패널리스트들이 샘플 A를 선호한 반면, 샘플 B를 

선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사하게 바람직한 비교가 각각의 마스카라 및 화장 제거를 위한 샘플

C,D 및 E에 대하여 발견되었다. 모든 경우에, 샘플 A는 모든 평가에 있어서 5.0의 등급(완전 제거)을 얻었다. 두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다른 샘플들에 대한 등급은 1.0 내지 4.0의 범위였다. 테스트 3 및 4에서의 패널리스트들 중 한 사람

은 각각 5.0으로 두 샘플에 동등하게 점수를 주였다. 기타 모든 평가 및 서열은 샘플 A를 선호하였고, 대부분은 2.0 

등급 점수 이상의 차이를 가졌다.

[표 4]

시험 샘플 아든  마스카라 아든  화장

1 A 10 10

B 0 0

2 A 10 10

C 0 0

3 A 10 9*

D 0 0

4 A 10 8*

E 0 0

* 열 명의 패널리스트들은 두 가지 샘플에 동등하게, 각각 5.0의 점수를 주었다.

실시예 12-20

본 발명의 문맥내에서 일련의 제한제 및 탈취 조성물들을 표 V에 기술한다.

[표 5]

성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A 상

알루미늄 클로로하이드레이트 30.00 -- -- 35.00 35.00 -- -- -- --

알루미늄 지르코늄 테트라클로로하이드렉

스-글리
-- 20.00 25.00 -- -- 25.00 25.00 -- --

MP 디올 글리콜 15.00 20.00 20.00 20.00 20.00 15.00 20.00 30.00 30.00

에탄올 5.00 -- -- 5.00 5.00 -- --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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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렌 글리콜 -- 5.00 5.00 -- -- -- -- -- 10.00

물 qs qs qs qs qs qs qs qs qs

B 상

DC 244 10.00 -- -- 10.00 10.00 10.00 10.00 -- --

DC 344 -- 10.00 10.00 5.00 5.00 -- -- 8.00 8.00

DC 1401 2.00 2.00 2.00 2.00 1.50 1.00 1.00 2.00 2.00

DC 3225C 20.00 25.00 20.00 10.00 15.00 20.00 20.00 30.00 30.00

방향제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트리클로산 -- -- -- -- -- -- -- -- 0.25

트리클로반 -- -- -- -- -- -- -- 0.25 --

후술하는 기재 및 실시예는 본 발명의 선택된 실시예를 나타낸다. 이에 비하여, 변형 및 수정이 당업자에게 제시될 것

이며 이들 모두가 본 발명의 범위 및 정신에 속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i) 2-메틸-1,3-프로판디올을 함유하는 수상 10 내지 97 중량%; 및

(ii) 실리콘 오일을 함유하는 유상 2 내지 90 중량%

를 함유하는 투명 에멀젼 코스메틱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오일이 시클로메티콘의 코스메틱 조성물 1 내지 50 중량% 및 25℃에서 100 내지 1,00

0 cst의 점도를 갖는 시클로메티콘-디메티콘 코폴리올 실리콘 유동 혼합물의 코스메틱 조성물 1 내지 50 중량%를 

포함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시클로메티콘 및 디메티콘올의 블렌드의 코스메틱 조성물 0.5 내지 10 중량%를 더 함유하는 조성물

.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폴리 (C  2 -C  4 알콕실레이트) 중합체의 코스메틱 조성물 1 내지 50 중량%를 더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2-메틸-1,3-프로판디올이 1 내지 70 %의 양으로 존재하는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2-메틸-1,3-프로판디올이 10 내지 50 %의 양으로 존재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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