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바는 뺐어요”
無

화학향료 <발암 가능성, 알레르기>

無

에탄올 <피부장벽 파괴, 피부 건조증>

無

합성오일 <발암 가능성, 피부 노화>

無

SLS, SLES등 합성계면활성제

無

파라벤등 화학방부제 <발암 가능성, 알레르기>

<발암 가능성, 피부장벽 파괴>

우리는 매일
석유를
먹고, 마시고, 바르고
있습니다

미바는 화학 화장품처럼
사용감이 매끄럽거나 향기롭지 않지만
자연 유래 성분이 주성분으로 만들어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본사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로 189 소망빌딩 7층 701호
부설연구소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로 189 소망빌딩 7층 703호 | 사내 교육용 |
www.MineralBio.co.kr / 회원가입 1544-0205 / 고객상담센터 1688-2878

1 8 A 2 9

화학 향료

“폐를 녹여버리는
화학 향료의
무시무시한 독성”

미국 국립 과학원 NAS는 ‘향료’를
신경독성 검사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하는
6가지 화학물질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향료의 독성은
향을 오랫동안 은은하게 퍼뜨리기 위해
다양한 화학 합성물질이 배합됩니다.
대표적인 화학 합성물질로는
향 고정제로 쓰이는 벤조페논,
유화제로 쓰이는 솔비탄지방산에스텔,
변질을 방지하는 톨루엔프탈레이트 등 입니다.
인공 향료 속 화학물질은 위 세 가지 이상이 혼합됐을 때
더 치명적이고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인공 향료는 소리 없이 몸을 죽이는 독성 물질”
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학 향료는
석유에서 분리·정제한 화학물질을 주원료로 합니다.
화학 향료는 일상 곳곳을 점령하고 있는데
흔히 사용하는 방향제는 물론, 데오도란트·섬유탈취제 등
각종 생활용품에도 첨가됩니다.
또 팝콘(카라멜,바닐라향)·아이스크림(바닐라향)
우유(커피향,딸기향,바나나향)·제과&제빵 같은 가공식품이나
향수·미스트·폼클렌징·화장품 등에도 사용됩니다.

! 폐를 녹여버린 팝콘 폐 사건
합성 버터 밀크향(디아세틸)을
팝콘에 배합하던 노동자들의 폐가
그 향의 독성으로 망가져버린
‘팝콘 폐 사건’은 유명합니다.
알려진 피해자만 수십명에,
소송액은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에탄올

“산뜻한 사용감에
가려진
피부 장벽
파괴의 주범”

에탄올은
스킨, 로션, 색조화장을 지우는 리무버 등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에 들어가며
특히 남성용 스킨의 경우에는 알코올 함유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에탄올은
피부에 닿는 즉시 액체에서 기체로 빠르게 증발하는데
민감성피부와 건성피부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에탄올
에탄올(알코올)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의 각질층 즉, 피부장벽을 깨뜨릴 수 있고
아토피나 건조증 피부 등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에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고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① 이소프로필알코올 (Isopropyl Alcohol)
② 변성알코올 (Alcohol Denat.;SD Alcohol)
③ 에탄올 (Alcohol;Ethanol)
④ 벤질알코올 (Benzyl Alcohol) 등

합성 오일

“광물유 100%
석유 그 자체인
합성 오일의
공포”

원유의 정제 정도에 따라 다양한 단계의 미네랄 오일이 있으며
단계에 따라 산업용 오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고가

항공유
휘발유
경유
등유

저가

미네랄 오일

유동파라핀

벙커 C유

산업용 연료

콜타르

아스팔트 원료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교에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네랄 오일이 노화의 두 번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미네랄 오일은 석유에서
향과 색상을 빼고 추출한 오일로,
주성분은 알칸류와 파라핀으로 미네랄오일,
케이블오일, 액체파라핀, 액체석유, 광유,
화이트오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미네랄 오일은
수분 흡인력 없이 피부에 오일막을 인위적으로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강제로 막는 기능만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인
바셀린을 발암성분으로 구분하여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 TIP 아기가 쓰는 제품은

화학인지 천연인지 꼭 확인하세요!

시중 베이비 오일은 90% 이상 미네랄 오일로 되어있음
아기 피부에 직접 닿는 것도 위험하지만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의 경우
성분이 피부를 타고 가슴으로 흡수되어 젖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출처 : Journal of Women's Health)

SLS, SLES등 합성 계면활성제

“석유에서 추출된
피부암을 유발하는
독약 같은 성분”

■합성 계면활성제의 유해성
합성 계면활성제

오일
물

계면
(오일과 물의 경계)

계면활성제를 넣으면 물과 기름이
섞여 로션이나 크림이 완성된다.

합성 계면활성제는
2차 세계대전에서 기계 세척을 할 때
기름때를 잘 없애는 것을 보고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석유 계면 활성제는 대량으로 추출이 가능하고
단가가 저렴하여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면
강한 세정력으로 피부장벽을 파괴하고 노화를 촉진하며
충분히 헹구어도 피부에 남아있어 강한 독성이
배출되지 않고 축적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세포간지질을 녹여서
피부의 장벽 기능을 손쉽게 무너뜨린다.

합성 계면활성제는 천연보습인자 및
피부의 세포간지질을 녹여 피부장벽을 파괴시킵니다.
합성 계면활성제는 피부에 쉽게 흡수되며, 심장과 간 폐 뇌에
최대 5일 정도 머무른다는 미국의 독성 학회 발표도 있습니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아토피와 피부 알레르기는 물론 피부암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탈모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덩어리 샴푸
샴푸에 첨가된 석유계 합성 계면활성제인
SLS, SLES 등의 성분은 두피의 피지를 필요 이상으로 제거하여
피부층을 파괴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흡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로 헹궈내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침투력이 강해 독성성분이 모공에서 세포에까지 이르러
모근과 모낭을 손상시킵니다.

파라벤등 화학 방부제

“서서히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발암 성분”
화학방부제는 화장품, 식품, 면도젤,
비경구처방약, 치약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분자구조를 가진 화학방부제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류의 미생물에 강한 살균력을 발휘하며
가격이 저렴하여 최근까지도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며
응용 독성학 논문에 20명의 유방암 환자의 종양 샘플에서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파라벤 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인체 유해성이 다양한 연구와 논문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30년대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제품 첨가가 손쉬운
화학방부제인 파라벤류가 개발되면서,
강력한 보존력을 가진 화장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화장품의 유통기한 또한 더 길어질 수 있었지요.
이후부터 파라벤류는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파라벤류는 물론 유해성 논란이 있는
다른 방부제들이 명품 화장품이나
천연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에도 들어있다고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부제들은
미국피부과학회의 연구에서도
화장품의 성분 중 유해성 논란이 있는 방부제가
피부 알레르기와 자극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