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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의 중합체가 키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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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chitosan Chitosan Powder 

크기(직경) 300nm~560nm 150um(150,000nm) 

분자식 (C6H11NO4)n (C6H11NO4)n 

 중합체 분자량 16,500 이하  50,000-190,000 Da (based on viscosity) 

녹는점  290oC 290oC 

점도  Higher than 20-300 cP, 1 wt. %  
in 1% acetic acid(25 °C, Brookfield) 

20-300 cP, 1 wt. %  
in 1% acetic acid(25 °C, Brookfield) 

용해도  dilute aqueous acid: soluble pH5.5이하 dilute aqueous acid: soluble pH5.5이하 

수분함량 더 증가 콘트롤(Increase 20% than normal skin) 

pH가 낮아지면 점성 증가 증가 

흡착성 최대 pH 4.5(3.8~5.5) 4.5(3.8~5.5) 

독성 없음 없음 

회분 ,질소함량 감소 콘트롤 

항당뇨효과 높다 콘트롤 

혈중 LDL콜레스테롤 더 감소 감소 콘트롤 

혈중 HDL콜레스테롤 저 증가 증가 콘트롤 

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더감소 감소 콘트롤 

키토산과 나노키토산 물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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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산은 아주 강한 양전하를 띤 천연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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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레스테롤,중성지방 흡착: Chitosan은 강한 양이온성의 고분자 폴리머로,  음이온 전하를 띠고 있는 지방산이나 담즙과 결합하여 장내에서 지방산(콜레스테롤,중성

지방 등)과 결합하여 흡수를 저하시키고, 음이온 전하를 띠고 있는 담즙과 결합하여 지방의 에멜션을 약화시켜 흡수가 안되게 한다. 

2. 혈압강하: Angitensin Converting Enzyme(ACE) 활성 유발 인자인 Cl과 결합하여 ACE 활성을 억제 시켜 혈압을 강하시킨다. 

3. 항생효과: 음전하를 띠고 있는 박테리아나 곰팡이의 세포막에 결합하여 세포막을 파괴한다(MIC:0.01%~1%). 

4. 치료 유전자 전달: 안정성과 무해성, 양전하 극성의 잇점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는 DNA에 유전자 물질을 전달하는데 바이러스 대신 이용한다. 

5. 생접착제: 칼슘과 키토산을 결합하여 관절의 코팅이나 정형외과와 치과에서 연골,뼈 등의 생물학적 접착제로 사용된다. 

6. 피부재생: 상처 감염을 막고 흉터를 감소 시키는 상처 재생을 촉진시키는 피부열상 접착제로 사용되며 인공피부제로 사용된다 (상품명; 베스키틴 W). 

7. 항응고제 

8. 약물전달제로 이용된다.- 

  점막조직의 투과성을 높이는 약물 전달제 

  나노파티클 약물 전달 

  약물 분비 시간 조절 

  먹는 인슐린 매체 

  소장,대장 등 목적지에서 흡수되는 약물 매체  

9. 화장품: : 별도 상술농업: 과일 씨, 채소의 코팅제 

      농작물의 항미생물제 

산업: 폐기물의 중금속 흡착 

식품 : 키토산 올리고당 

양이온성의 고분자 폴리머 키토산에 대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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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으로서 사용할 때 (pH: 3.5~7.5(최적: pH 4, g%: 0.6%~6%(최적:1.2%) 

1) 화장독 제거( 납,구리, 수은, 니켈, 카드뮴,크롬 등 “키토산 및 그 유도체의 중금속 흡착능력 비교”)  

2) 습윤제,보습제- TEWL을 감소 시킨다, 0.1% 용액 3시간,콜라겐이나 히알루산과 같은 메카니즘  

습윤제: 피부의 음이온 성분(pyrrolidone carboxylic acid (PCA))과 결합하여 키토산 코팅을 형성한다. 

보습제: 피부의 물과 결합하여 수분 함유량을 올린다. 4500Da의 키토산이 수분 함량이 가장 높다.  

3) 리프팅:                  

 (2주 사용 후 눈꼬리 각도 : 사용 전 46.08±10.42, 사용 직후 46.78±10.56, 사용 2주 후 48.10±10.33   : 2.02  

             입꼬리 각도  : 사용 전 41.1±17.18, 사용 직후 41.70±7.07, 사용 2주 후 42.90±7.17      : 1.80 

             볼 각도:     : 사용 전 36.34±7.40, 사용 직후 35.74±7.33, 사용 2주 후 34.95±7.34      :-1.39   

4) 피부유연제,연화제 

각질완화        Visioscan VC98(Courage-Khazaka eletronic GmbH, Germany)법  D.I(Desquamation Index: 표피탈락지수)        

(2주 사용 후 피부 각질 측정값 : 사용 전 19.59±2.59, 사용 직후 13.60±2.82, 사용 2주 후 15.48±2.61 : 4.11 

5) 자외선 차단제   

400nm이하의 파장을 차단하고 SPF 89,특히 버섯의 키토산은 300–250nm 파장의 자외선을 차단한다. 

6) 천연 계면활성제,유화제,안정제,점성첨가제 

적은 농도에도 반응을 하는 천연 성분의 유화 및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로 인체에 무해한 화장품의 제형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다. 

7) 항산화 효과 

키토산의 양이온이 음이온은 활성산소 O2
- 과 결합하여 항산화 시킨다.  

8) 항미생물 효과 

박테리아나 곰팡이 기생충 등의 미생물의 세포막을 감싸 영양물질이 못 들어가게 하거나, G-음성 세균은 세포막의 음인온 성분과 결합하거나 G-양성 세균은 DNA,RNA

와 결합하여 세포를 죽인다. 특히 여드름 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 과 피부 편도선염의 가장 흔한 균인 Staphylococcus aureus에 강력히 반응한다. 

9) 화장품 성분 전달제로 흡수력을 증가시킨다(TEWL). 

키토산의 피부 투과성의 장점을 이용해 나노코팅으로 약물성분을 피부 깊이 침투시킬 수 있다. 0.1% 용액 3시간 

예) 자외선 차단제인 PBSA, 하이알루론, 폴리페놀, 레티놀, 에센셜오일 등 

10) 기타 모발 코팅제, 천연 방부제 , 마스크팩 부직포, 

강력한 흡착력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 CHIT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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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lifting cosmetic composition containing chitosan having fast dissolving property. WO2015174772A1 

순수 키토산 1.2% 희석 세럼 사용,pH 4, 주1회 2회 적용 
실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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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데이터 

• 피부 리프팅 측정: 피부 리프팅 측정은 피부의 모습을 등고선으로 표현해 주는 기기 인 F-ray 를 사용하여 촬영한 이미지를 Image-pro plus 로 눈꼬리 , 볼, 입가 부 위를 분

석하여 실시하였다.  

• 눈꼬리 리프팅은 눈꼬리 끝을 기준으로 직선을 그 어 눈꼬리 끝 점에 걸치는 선과의 각도를 재어 평가하였다. 두 직선간의 각도가 커질수록 눈꼬리 리프팅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안면(볼) 리프팅은 광대뼈 근처에 형성된 원을 기준으로 원 가운데서 직선을 그 어 입가에 걸치는 직선과의 각도를 재어 평가하였다. 두 직선간의 각도가 작아질수록 볼 리프팅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입가 리프팅은 입꼬리 끝을 기준으로 직선을 그 어 입꼬리 끝 점과 광대뼈 근처에 형성된 원을 기준으로 원 가운데서 직선을 그 어 내린 선과의 각도를 재어 평가하였다. 두 직

선간의 각도가 커질수록 입가 리프팅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피부 팔자 주름 측정: 피부 팔자 주름 측정은 3D 피부 촬영 장치 (Primos Pico) 를 이용하여 시험 제품 사용 전과 사용 직후, 2주 후 에 팔자 부분에 동 일한 부 위 촬 영하 

였고, 저장된 이미지의 피부 주름 파라미터인 Ra(평균 거칠기: average roughness) 값을 분석하였다.  

• 피부 목 주름 측정: 피부 목 주름 측정은 3D 피부 촬영 장치 (Primos Pico) 를 이용하여 시험 제품 사용 전과 사용 직후, 2주 후 에 목 부분에 동 일한 부 위 촬영하 였고, 저

장된 이미지의 피부 주름 파라미터인 Ra(평균 거칠기: average roughness) 값을 분석하였다.  

• 피부 수분함유량 측정: 피부 수분함유량 측정은 Corneometer CM825(Courage-Khazaka electronic GmbH, Germany) 를 사용하여 시험 제품 사용 전과 사용 직후, 2주 

후 에 측정하였다. 측정은 Corneometer probe 를 피부 에 접촉시켜 Sensor 를 통해 3회 실시하여 그 평균값을 피부 수분함유량 평가 자료로 사용하였다. Corneometer 는 

탐침이 접촉하는 곳의 정전용량 (capacitance) 을 측정하여 수분함량 을 측정 할 수 있고, 단위는 단위상수인 A.U 이며, 피부 보습량과 측정값은 비례한다.  

• 피부 각질 측정：피부 각질 측정은 Visioscan VC9 8(Courage- Khazaka eletronic GmbH, Germany) 을 사용하여 시험제품 사용 전과 직후, 2주 후 에 측정하였다. 측정

은 특수 필름(Corneofix)을 이용하여 볼 부위의 각질을 채취한 후, Visioscan VC98 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분석하여 측정값 D.I(Desquamation Index: 표피탈락지수)를 피

부 각질 평가 자료로 사용하였다. 

Skin lifting cosmetic composition containing chitosan having fast dissolving property. WO2015174772A1 

순수 키토산 1.2% 희석 세럼 사용,pH 4, 주1회 2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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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토산의 리프팅 효과 리프팅 효과 

 (2주 사용 후 눈 꼬리 각도 : 사용 전 46.08±10.42, 사용 직후 46.78±10.56, 사용 2주 후 48.10±10.33   : 2.02  

              입 꼬리 각도 : 사용 전 41.1±17.18, 사용 직후 41.70±7.07, 사용 2주 후 42.90±7.17      : 1.80 

              볼 각도      : 사용 전 36.34±7.40, 사용 직후 35.74±7.33, 사용 2주 후 34.95±7.34      :-1.39   

 

2) 재생 메커니즘 

피부 표면은 pH 5 정도의 약산성을 띠고 있고 음전하를 띠고 있다. 

직접적인 표피의 재생은  

1) 피부 표면의 Ca++ 이온이 외부적 요인(이온토,초음파, Vit C, Chitosan)에 의해 피부장벽의 4개 층 기저층으로 밀려들어가 Ca++ 이온 Gradient가 변하거나 ,  

2) 각질층의 친수성 지질이 감소면 과립층에서 Lamella Body가 생성되어 재생이 시작되거나, 

3) Papillary Dermis의 혈관 증가로 인한 줄기세포의 활성 등으로 인해 에 기인한다. 

 

3) 리프팅 측면에서만 보면 키토산은 강력한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상기 피부 리프팅 메커니즘의  

1) 에 해당하는 Ca++ 이온을 피부 안으로 밀어 넣는 작용과,  

2) 음전하를 띠고 있는 친수성 지질의 흡착과  

3) 피부에 수분을 머금는 함습 효과로 리프팅 기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표피의 재생이 키토산의 양전하에 의한 직접적인 역할로 유발하고, 진피의 재생은 약물 전달 매체로서의 키토산의 EGF, Adenosine, Allantoin 등을 진피내로 전달하여 재생

을 촉발 시킨다. 

 

5) 리프팅에 효과가 있는 감초 추출물, 녹차추출물을 정제수로 사용한다. 

키토산 리프팅(양이온 효과) 

첨가물의 리프팅 및 재생 기전 
• Adenosine : 1) increased oxygen supply : demand ratio; 2) pre-conditioning; 3) anti-inflammatory effects; and 4) stimulation of angiogenesis : agonists of A2A adenosine receptors inhibit the release of the anti-angiogenic factor 

thrombospondin1. 
• Allantoin : the regulation of inflammatory response and stimulus to fibroblastic proliferation and extracellular matrix synthesis. 

화장품으로서 사용할 때 순수 키토산 1.2%~5% 희석 세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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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토산의 여드름균 항생작용 

주된 여드름 균이며 항생제 내성이 심한 Propionibacterium acnes (Gram + 세균) 

세포막에 결합하여 세포막을 찢어지게 하거나, DNA,나 RNA와 결합하여 염색체를 불

능화시켜 세포를 사멸한다.  화농성 여드름의 주범인 Staphylococcus aureus 

(Gram + 세균)에도 강력히 작용한다. 여드름 기생충인 Demodex folliculorum에도 

1% 키토산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균력은 고분자 키토산이 강하므로 

고분자 키토산을 사용한다. 이때 pH는 5.5~6.5에서 최대 항균력을 보인다. 최적 항

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다. 

 

2) 피지 흡착 

피지선에 직접적으로 침투한 키토산의 양전하가 지질의 음전하에 흡착되어 여드름의 지

질을 흡착하여 피지 량을 감소시켜 여드름 발생인 과한 지질 형성을 감소시킨다.  

 

3) 피부 재생 

키토산의 표피 재생효과로 여드름으로 인해 손상된 표피 조직을 재생한다. 

 

4) 보습 효과 

여드름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 조직의 보습력을 유지해 회복 속도가 빠르게 한다. 

 

5) 약물 전달 

키토산이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여드름 내부에 전달을 하여 작용하게 한다. 

 

키토산 여드름 팩 
여드름에 사용할 때 고분자 키토산 4% 희석 세럼 사용 

 Nanostructures mechanisms of action. (1) Disruption of cell membrane; (2A) disruption of electrons and pH 
balance; (2B) release of heavy metal ions; (2C) cell membrane enzymes deactivation; (2D) capture and 
isolation of ions Mg2+ and Ca2+ ; (2E) respiratory chain dysfunction; (2F) damage of DNA; (2G) denaturation 
of 30s RNA subunit; (2H) genomic mutations; (2I) lipids peroxidation; (2J) inactivation of cell’s enzymes; (2K) 
chelation of metals (nanochitosan); (2L) permanent removal of iron from bacterial cells 

https://www.slideshare.net/pharmaindexing/chitosan-versatile-biodegradable-polymer-and-its-importance-review
https://www.slideshare.net/pharmaindexing/chitosan-versatile-biodegradable-polymer-and-its-importance-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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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산 팩 원내 제조 주요 준비물 

자석 믹서기( 예) 뷰티캡슐) 나노키토산 파우더 캡슐(500mg) 용매로서 추출물 + Vit C 

Adenosine Allantoin Tea Tree Oil 송진 법제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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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산 팩의 유형별 조성물 

 
 

A. 리프팅 
1) 키토산   : 2% 
2) 아데노신 : 2% 
3) 알란토인 : 0.5% 
4) 비타민 C : 3% 
5) 감초 추출물 : 50% 
6) 녹차 추출물 : 42% 

 
B. 화장독,중금속 제거 

1) 키토산 : 2% 
2) 비타민 C : 3% 
3) 치옥트산 : 2% 
4) 법제유황 : 5% 
5) 알긴산 : 1% 
6) 녹차(녹두,감초,유자) 추출물 :87% 

 
C. 미백 

1) 키토산 : 2% 
2) 니아신 아마이드 : 2% 
3) 글루타치온 : 5% 
4) 트라넥삼산 : 3% 
5) 레티닐 팔미테이트 : 1% 
6) 비타민 C : 3% 
7) 그라비올라 추출물 : 84% 

 
D: 여드름 

1) 키토산 : 4% 
2) 티트리 오일 : 2% 
3) 법제유황 5% 
4) 비타민 C : 3% 
5) 레티닐 팔미테이트 : 1% 
6) 그라비올라 추출물 : 40% 
7) 노니 추출물 : 45% 

 
키토산 팩의 원내 제조 공정 

 
 

A. 리프팅, 재생 ( 총 100g,10회분) 
 

1) 감초 추출물 ,녹차 추출물 : 총 91g 을 200ml 비이커에 계량하여 55도 정도로 가열한다. 
2) 아데노신 : 2g ,알란토인 : 0.5g를 계량하여 비이커에 5분 정도 저어주며 용해한다. 
3) Vit C/EAA 3g을 첨가하여 용해 시킨다.이때 pH를 측정하여 pH4~6(5.5)정도가 나와야 한다. 
4) 키토산 : 2g 를 계량하여 20분 정도 낮은 속도로 스파큘러로 저어 완전히 용해 시킨다. 

 
 

B. 피부 중금속, 독성 제거 
 

1) 녹차 추출물,녹두 추출물,감초 추출물 : 총 87g 을 200ml 비이커에 계량하여 55도 정도로 가열한다. 
2) 법제유황 5g, 치옥트산 2g을 계량하여 비이커에 5분 정도 저어주며 용해한다. 
3) Vit C/EAA 3g을 첨가하여 용해 시킨다.이때 pH를 측정하여 pH4~6(5.5)정도가 나와야 한다. 
4) 키토산 : 2g 를 계량하여 20분 정도 낮은 속도로 스파큘러로 저어 완전히 용해 시킨다. 
5) 알긴산 1g 마지막으로 첨가하여 잘 섞어준다. 

 
C. 미백 

 
1) 그라비올라( 또는 황금,카렌듈라) 추출물  : 총 86g 을 200ml 비이커에 계량하여 55도 정도로 가열한

다. 
2) 니아신 아마이드 2g,글루타치온 5g,트라넥삼산 3g을 계랑하여 비이커에 5분 정도 저어주며 용해한다 
3) Vit C/EAA 3g을 첨가하여 용해 시킨다.이때 pH를 측정하여 pH4~6(5.5)정도가 나와야 한다. 
4) 키토산 : 2g 를 계량하여 20분 정도 낮은 속도로 스파큘러로 저어 완전히 용해 시킨다.. 
5) 레티닐 팔미테이트 1g을 첨가하여 잘 저어준다. 

 
 

D. 여드름 
 

1) 그라비올라 추출물 40g,노니 추출물 45g : 총 85g 을 200ml 비이커에 계량하여 55도 정도로 가열한다. 
2) 법제유황 5g을 계랑하여 비이커에 5분 정도 저어주며 용해한다 
3) Vit C/EAA 3g을 첨가하여 용해 시킨다.이때 pH를 측정하여 pH4~6(5.5)정도가 나와야 한다. 
4) 키토산 : 4g 를 계량하여 20분 정도 낮은 속도로 스파큘러로  저어 완전히 용해 시킨다. 
5) 티트리 오일 2g, 레티닐 팔미테이트 1g을 첨가하여 잘 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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