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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behind A-Silkne

위드코로나 시대를 위한 화장품 원료

#클린뷰티 #마스크네 #항여드름 #항염 #사용감 #내추럴 #식물유래

코로나 19로 인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지만 현대의 소비자들은 이미 다양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었다. 바이러스와 외부 세계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는 한 편,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또한

증가되었다. 엑티브온은 이러한 불안과 니즈를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원료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효과적인 원료를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했고, 변화된 소비

패턴과 소비자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클린뷰티, 센서리 코스메틱 등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했다.

스킨케어에 비해 메이크업은 발색, 커버력, 발림성 등의 시각적 효과가 중요하므로 여전히 유해논란

성분이 많이 쓰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메이크업 제품의 바디버든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니치브랜드를 중심으로 클린뷰티 메이크업 제품이 자리잡았다. 특히

베이스메이크업 제품 전성분 중 유해성 논란이 많은 디메치콘,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등의 실리콘

오일과 PEG계열 유화제 등의 효능과 사용감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결점을 커버하는 동시에 피부의 염증을 진정시킬 수 있는 안전한 메이크업 제품은 없을까?



A-Silkne INCI

Heptyl Undecylenate Magnolia Officinalis Bark Extract

목련과의 요엽후박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마그놀올과

호노키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추출물은 강력한 항염,

항균효과를 지니는데, 특히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캐스터오일에서 추출한 매우 가볍고 드라이한 에몰리언트다.

이 부드러운 터치감의 오일은 사이클로메티콘이나 광물성

오일과 같은 합성 유연제의 천연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오일제형이지만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경피수분손실을

예방하여, 눈에 띄게 매끄럽고 유연한 피부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A-Silkne는 피마자유에서 추출한 heptyl undecylenate와 요엽후박나무껍질에서 추출한 Magnolia Officinalis Bark Extract를

최적의 비율로 조합한 100% 천연 식물유래 성분으로, 위드코로나시대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응하고자 한다.



A-Silkne Features

1.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효과

2. 항염효과

3. 사용감 개선효과

4. W/O 제형에 Emolient로 적용 가능

5. 100% 천연 식물유래 성분

1. COSMOS 인증

2. 비건인증 (한국비건인증원)

3. 특허출원완료 (제21-151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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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발생 원인 여드름 완화 방안

Cutibacterium acnes

증식 억제

Anti-inflammation

피지량 조절

각질 탈락 활성화

A-Silkne 

Ref. Int J Oral Biol 44:101-107 (2019), Lim et al. 

A-Silkne 여드름의 발생원인과 완화방안



Magnolia Officinalis Bark Extract의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 효과

A-Silkne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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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ibacterium acnes ATCC 6919 (여드름 유발 균) 을 anaerobic 조건, 37℃, 4~6일 배양함

- Well diffusion assay 로 항균력 확인

→ 낮은 농도 (0.8%)에서도 여드름 유발 균에 대한 우수한 항균력 확인됨



A-Silkne의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 효과

제조
희석액, 

Negative Control (N.C.)

A-Silkne 자사제조 DMSO

살리실산 대정화금 DMSO

병풀추출물 자사제조 증류수

A-Silkne Salicylic acid 병풀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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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lkne Test Data

항균력을 나타내는 최소 농도

A-Silkne 0.6%

살리실산 >0.5% (배합한도)

병풀추출물 >2%

- Cutibacterium acnes ATCC 6919 (여드름 유발 균) 을 anaerobic 조건, 37℃, 4~6일 배양함

- Well diffusion assay 로 항균력 확인

→ 여드름 관리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살리실산, 병풀추출물과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력 비교

→ 살리실산, 병풀추출물에 비해 여드름균에 대한 우수한 항균력 확인



Microorganism ATCC Culture medium Tm (℃) Condition Time (day)

Cutibacterium acnes ATCC 6919
Reinforced 

Clostridial Agar
35 Anaerobic 4~6

Test  all the number of strains in the samples on Day 0, 1, 2, 3, 7, 14, 21, 28

Log reduction
Inoculation 

(cfu/ml) D 1 D 2 D 3 D 7 D 14 D 21 D 28

Oil제형 (A-Silkne 미적용) 3.0X106 0.1 0.5 0.4 0.5 0.7 1.0 1.6

A-Silkne

1% 3.0X106 1.0 6.5 6.5 6.5 6.5 6.5 6.5

2% 3.0X106 0.6 6.5 6.5 6.5 6.5 6.5 6.5

3% 3.0X106 0.5 6.5 6.5 6.5 6.5 6.5 6.5

Phase Ingredients Content(%, w/w)

A

Helianthus Annuus Seed Oil Up to 100

Caprylic/Capric Triglyceride 25

Hydrogenated Polydecene 25

B

Copernicia Cerifera (Carnauba) Wax 8

Candelilla Cera 8

Microcrystallin Wax 8

C A-Silkne 1~3

A-Silkne Test Data

Oil 제형에서의 여드름유발균 사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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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밤 제형 내에서 2일만에 여드름 균 사멸률 99.9999% 확인
→ 한달동안 여드름 균의 증식 없음



A-Silkne Test Data

Oil 제형에서의 방부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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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ATCC Culture medium Tm (℃) Time (hr.)

Bacteria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Tryptic Soy Agar (TSA) 35 48Escherichia coli ATCC 8739

Pseudomonas aeruginosa ATCC 9027

Yeast Candida albicans ATCC 10231 Potato Dextrose Agar 
(PDA)

24 120
mold Aspergillus brasiliensis ATCC 16404

- Microorganisms used and Products test procedure (PCPC 2018 guideline)
- Test  all the number of strains in the samples on Day 7, 14, 28 

→ 오일밤 제형 내에서 bacteria에 대한 방부력 우수 (1주차에 99.9999% 사멸)



A-Silkne Test Data

- A-Silkne 0% / 2% / 5% (in Sunflower oil)

- 위 3가지 시험군을 메이크업퍼프 표면에 골고루 도포한 후 A. brasiliensis (피부 상재 곰팡이균) 을 접종한 뒤 2달간 배양하여 확인하였음. 

메이크업 퍼프 표면 곰팡이 증식 억제 효과

A-Silkne 0% A-Silkne 2% A-Silkne 5%

→ A-Silkne를 도포한 메이크업 퍼프에서 곰팡이 균 증식 억제 확인



오일밤 BASE 오일밤 + A-Silkne 2% 멀티밤A 멀티밤B

TSA
(세균류)

47 CFU 0 1 CFU TNTC

PDA
(진균류)

5 CFU 0 1 CFU TNTC

- 시판제품 멀티밤 2종, 오일밤 BASE, 오일밤 + A-Silkne 2%

- 위 4가지 시험군을 피부 표면에 다회 사용한 후 하루동안 실온에 보관한 후

TSA 배지 (세균류 확인)와 PDA배지 (진균류 확인)에 문질러 배양해 제품 표면에 묻은 균 여부를 확인하였음.

A-Silkne Test Data

사용중인 Oil밤 제품 표면의 세균류, 진균류 여부 확인

→ A-Silkne 적용으로 사용중인 오일밤 제형 표면의 세균 및 진균 오염 방지 가능
→ 현재 시판중인 A, B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품 표면에 세균 및 진균 오염 가능성 있음



A-Silkne Test Data

Sensory Cosmetic

외 부 환 경 에 의 한 스 트 레 스 와 불 안 을 제 거 하 고

릴랙스하려는 욕구에 따라 , 화장품의 효능 뿐 아니라

감각적 경험과 환경이 중요해지고, 화장품은 Touch, Smell,

Look 모든 면에서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클린뷰티에 대한 니즈와 융합되어 인공향료와

실리콘오일 등을 쓰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사용감을 줄 수

있는 대체 원료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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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림성

흡수성

보습성

필름형성
마무리감

(보송보송함)

무자극

종합선호도

without A-Silkne A-Silkne 5% 실리콘오일 5%

사용감 비교 - 샘플 정보 : 오일밤 (A-Silkne 미포함 (Placebo), A-Silkne 5%, 실리콘오일 5%)

- 피시험자 : 20대~50대, 남/여, 10명

- 시험방법 : 손등에 도포해 사용 후 설문조사 진행

5점 ~ 1점

발림성 매우 좋음 ~ 매우 나쁨

흡수성 매우 좋음 ~ 매우 나쁨

보습성 매우 좋음 ~ 매우 나쁨

필름형성 매우 좋음 ~ 매우 나쁨

마무리감 보송보송함 ~ 끈적끈적함

자극감 자극 없음 ~ 자극적임

종합선호도 매우 좋음 ~ 매우 나쁨

→ A-Silkne 적용 시 placebo 오일밤과 비교해 발림성, 흡수성, 보습성, 필름형성 등 전체적으로 개선
→ A-Silkne 적용 시 실리콘오일을 동량 적용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사용감 개선 가능, 더욱 보송보송한 마무리감 부여 가능



A-Silkne Test Data

P.C.I 결론

A-Silkne

2% 
(in squalene)

0.00 무자극

10%
(in squalene)

0.00 무자극

100% 0.02 무자극

Squalene 0.00 무자극

20세에서 60세의 성인 피험자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등 부위에 시료를 첩포하였다. 24시간 이후 첩포를 제거하고 피부 반응 판정 기준에

따라 홍반, 부종 등을 육안평가하였다. 일차피부자극지수 (P.C.I.)와 시료의 유형을 고려하여 시험 결과를 해석하였다.

안전성 (피부 단회 첩포 시험)

보고서 번호 : 21-K169350RP_P1_v01
보고서 번호 : 21-K169350RP_P2_v01

시험기관 : 아이이씨코리아㈜



A-Silkne Application

#여드름피부 #커버메이크업

여드름 타겟 제품에 쓰이는 살리실산은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이 아닌 유분과 피부각질 제거를 통한 여드름 감소 효능을

얻는다 . 따라서 과도한 박피로 인한 피부 건조와 자극이

발생할 수 있다. A-Silkne는 여드름균 자체에 대한 항균효능을

지녀 (시험데이터 2번 참조) 민감해진 여드름 피부에도 자극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여드름 자국을 커버하기

위한 제품에 사용되어 여드름 재발이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Acne Maskne
#코로나시대 #마스크네

장시간 마스크 착용은 피부의 원활한 호흡을 방해하며 염증과

자극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모공이 막히게 되고 막힌 모공은

깊은 여드름 낭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스크와의 마찰은

피부장벽을 손상시켜 외부의 균과 자극에 의한 트러블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를 마스크네, 마스크주사피부염이라 부르게

되었다.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시되는 위드코로나시대에, 이로

인한 피부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원료의 처방이

필요하다.

Spot Patch
#여드름커버 #항염효과지속

스팟패치에는 여드름 위에 붙여서 여드름이 서서히 가라앉도록

도와주는 여드름 패치와 여드름을 짜고난 뒤 흉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붙이는 패치가 있다. A-Silkne를 스팟패치에 적용하면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력과 염증에 대한 항염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Silkne Application

#위생 #클린뷰티메이크업

최근 사용 편의성에 의해 각광받고 있는 스틱 멀티밤 제품을

비롯, 파운데이션, 컨실러, 립스틱 등 메이크업 제품에는 원래

스틱타입이 많다. 이러한 스틱 제품들은 오일베이스라 수분

활성도가 낮지만 피부에 반복적으로 닿으면서 먼지와 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들이 제품에 남아있게 되며 이로부터 세균이

증식하게 된다. 피부의 유분과 외부 세균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트러블을 예방하는 항염성분이 필요하다.

Stick type Makeup / 
Skincare  

#립앤아이 #봉타입 #메이크업

색조 메이크업 제품 중에서는 피부 접촉 후 밀폐된 용기 안에

다시 투입되는 마스카라나 봉타입 립스틱의 경우 세균번식이

특히 우려된다. 이 제품들이 사용되는 부위 또한 민감한 눈과

입이므로 더욱 안전한 성분의 처방이 필요하다.

#어린이화장품 #10대전용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유통되는 10대 전용 화장품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어 이슈가 된 바 있다. 그 이후 자녀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10대들은

립밤과 틴트 등을 친구들끼리 돌려쓰는 경우도 있고 아직

위생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않기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어린이와 10대 전용 메이크업 제품을 외부 세균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성분으로 적용될 수 있다.

Makeup for Teenagers 
Mascara & lip colors 
with tip applicator



A-Silkne Application

#여드름피부 #메이크업

4계절 필수 화장품이 된 자외선차단제, 화장의 밀착과 유지를

돕는 프라이머와 픽서는 안전성과 발림성이 중요하다. 특히 모공

사이사이를 메우듯 바르게 되는 프라이머의 경우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 클린뷰티의 확장에 따라 실리콘을 대체하거나

부스터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데,

A-Silkne적용으로 발림성을 개선함으로써 자외선차단제의

백탁현상을 다소 감소시키고 사용감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Sunscreen / Primer 
#여드름피부 #클린뷰티 #유화제

클렌징 오일에는 단가가 저렴하고 유화력과 세정력이 좋은

PEG,PPG계열의 계면활성제가 주로 쓰였으나 최근 보다 좋은

성분으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A-Silkne는 헵틸운데씰레네이트가

유화제로 작용하며 요엽후박나무껍질추출물의 항염효과가

더해져 여드름이나 문제성 피부를 위한 클렌징오일에 처방

가능하다.

Cleansing Oil



A-Silkne
- Anti-acne

- Anti-inflammatory 

- Natural

- Plant-derived

- Light & silky feel

- COSMOS approved

- Vegan Certification

- Pat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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