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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is the hair damage as treating a perm before and after that is compared the change of surface
characteristics of human hair. On the basis of this, we would to show a basic data for hair damage prevention and hair
improvement to keep the beautiful and healthy hair. Results are as follows; For the change of formational characteristics
of hair surface, untreated hair before the perm treatment had smooth appearance overall and undamaged scale that is in
pattern and finely folded was observed but damaged hair and extremely hair had uneven edge and damages throughout
along with the dissolution of scale which the border of epidermal gap is unclear. Hair after a perm treatment caused cor-
tical exposures due to extensive loss of scale during the treatment and even bubble effect. Protein perm, regular perm,
soft perm, and direct heating perm, in that order, had the most damages to the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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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미에 대한 추구는 인류창조 이래로 끊임없이 발전해

오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근거로 미용분야 역시 획

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풍성하고도 개성있는 헤어스타일을 만

들 수 있는 퍼머의 발전은 가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

로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헤어 샵에서 행해지는 퍼머는 치

오글리콜산이나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상온에서 시술하는 콜

드식 퍼머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오

래전에 시술되어져 왔던 기존의 히트식 퍼머 방식에서 연화작

업을 통해 먼저 퍼머 용제를 씻어낸 후 열을 가하는 일명 아

이론이나 세팅, 매직 퍼머라는 새로운 히트식 퍼머로 발전시킨

시술이 보급되어 성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

아가 퍼머용제에 대한 발전으로 퍼머용제를 도포한 후 씻어내

는 과정 없이 그대로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미용현장에서 시술

의 시간과 과정의 단축요구까지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화 퍼머

가 보급되어 단지 웨이브를 형성하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개개인의 개성과 취향에 맞추어 미적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

는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어 퍼머 시술에 있어 미용인들의 욕구

도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시술의 종류와 기법을 등장시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퍼머 시술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파생

되는 문제, 즉 모발의 손상도 다양하게 많아져 이에 대한 소비

자의 불만은 높아지고 이러한 모발손상의 대책마련에 대한 미

용인들과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시술되어지고 있는 콜드 2

욕식 2가지와 히트 2욕식 2가지 등의 4가지 퍼머 시술방법을

손상도가 다른 3종류의 모발에 처리함에 따라 모발의 형태적

손상을 측정하여, 시술방법에 따른 모발의 표면변화를 비교 분

석함으로서 현장에서 모발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퍼머 시술

방법 선택의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시료 모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 모발은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대구지역의 미용실에서 현재 어떠한 약물복용 및 흡연이나 다

이어트를 하지 않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모발에 어떠한 화학

적 처리도 하지 않은 만 20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채취하였다.

선택된 여성의 모발은 두피로부터 1 cm 부위에서 20 c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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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로 채취하여 모근 부위의 끝을 실로 고정시킨 후 모발

이 상하지 않도록 베이비샴푸를 푼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고 1

차 증류수로 충분히 헹군 후, 자연 건조시켜 65%RH로 조정한

데시게이터에 밀폐·보관하여 각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퍼머 용제

Table 1은 본 실험에 사용된 퍼머 용제의 주성분을 나타낸

것으로 2005년 초까지 대구지역의 대표적 미용 재료상에서 많

이 판매된 2욕법의 콜드식과 히트식 퍼머 용제들이다.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환원제는 기존에 가장 많이 시술해왔던 치오

클리콜산을 이용한 콜드 2욕식의 퍼머 1종(이하 일반 퍼머로

칭함)과,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모발손상을 최소화할 뿐 아니

라 퍼머 시술시간의 단축으로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에 맞

춘 콜드 2욕식의 퍼머 1종(이하 단백질 퍼머로 칭함), 그리고

새로운 치오클리콜산을 이용하여 모발을 팽윤과 유연시킨 후

열을 가하여 웨이브를 형성시키는 히트 2욕식의 퍼머 1종(이하

연화 퍼머로 칭함),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모발에 도포한 후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열처리과정으로 웨이브를 완성시키는 히

트 2욕식의 퍼머 1종(이하 직화 퍼머로 칭함) 등의 4가지이고,

절단된 시스틴을 재결합시키는 산화제는 모두 브롬산나트륨이

주성분이다.

2.3. 모발의 시술

퍼머 시술전 모발의 시술 : 퍼머 시술전의 모발은 미처리모

발, 손상모발, 극손상모발로 구분되도록 시술한 후 각각의 모발

에 퍼머 시술을 하였으며 모든 시술은 미용경력 5년의 숙련자

가 행하였다. 먼저 미처리모발은 6개월 이내에 퍼머나 염색, 탈

색 등의 화학약품으로 처리되는 미용시술을 하지 않은 모발을

말한다. 손상모발은 A사의 크림타입 황갈색(염색 7레벨)의 염

모제로 미처리모발에 염색한 모발을 말하며, 극손상모발은 B사

의 크림타입 탈색제로 미처리모발을 밝은 노란색(탈색 8레벨)

까지 탈색한 모발을 말한다.

퍼머 시술 : Fig. 1과 2는 퍼머 시술시의 순서를, Table 2는

시술시의 열처리와 시술시간의 조건을 나타낸 표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과 순서로 시료모발에 퍼머를 시술하였다.

2.4. 모발의 형태적 특성

시료모발 표면의 형태적 특성은 시술 전후의 모발에 이온 증

착기(Ion sputter : E -1030, Hitachi, JAPAN)로 피막을 입혀

전처리하고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4100, Hitachi,

JAPAN)으로 1000배와 2500배 배율로 촬영하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퍼머 시술전 모발표면의 형태 

Fig. 3은 퍼머 시술전 모발표면의 형태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2. 퍼머 시술의 조건

모발 일반 퍼머 단백질 퍼머 연화 퍼머 직화 퍼머

미처리모발 환원시간(분) 40(15, 45
o

C) 30(15, 45
o

C) 30(110
o

C) 30(110
o

C)

연화시간(분) - - 40 -

산화시간(분) 10 10 10 10

손상모발 환원시간(분) 30(10, 45
o

C) 25(10, 45
o

C) 25(110
o

C) 25(110
o

C)

연화시간(분) - - 30 -

산화시간(분) 10 10 10 10

극손상모발 환원시간(분) 25(5, 45
o

C) 20(5, 45
o

C) 20(110
o

C) 20(110
o

C)

연화시간(분) - - 8 -

산화시간(분) 10 10 10 10

Table 1. 퍼머 용제의 주성분

종류  환원제 산화제

콜드식일반 퍼머 치오클리콜산암모늄 브롬산나트륨

단백질 퍼머 시스테인, 시스테아민 브롬산나트륨

히트식연화 퍼머 치오클리콜산암모늄 브롬산나트륨 

직화 퍼머 시스테인하이드로콘드라이드

암모늄치오글리콜레이트 
브롬산나트륨 Fig. 1. 콜드 퍼머 시술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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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강한 모발의 모표피는 모발 전체에서 약 10~

15% 정도를 차지하고 %가 높을수록 모발은 단단하고, 광택이

좋으며 습윤과 마찰에 대한 강도가 높아진다. 이는 모표피의 스

케일이 소수성의 얇고 투명한 물고기 비늘모양의 판상세포로서

모발 표면에 규칙적으로 겹쳐 있어 모발에 광택을 부여하고 외

부의 자극으로부터 모발 내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모발자체 내에 존재하는 약 15%정도의 수분증발

을 막아주어 모발이 건성화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Robbins, 1994).

본 연구에서도 퍼머 시술전 미처리모발의 모표피는 전체적

으로 매끄러운 외형을 보였으며 비늘모양의 스케일이 섬유 축

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거의 같은 간격으로 규칙적이고 치밀하

게 겹쳐져 있었고 상호경계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 손상되지

않은 모발의 표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염색을 한 손상모발과 탈색처리를 한 극손상모발은

그 손상도가 커질수록 전면적인 표피의 팽윤과 함께 부분적으

로는 스케일이 크게 떨어져나간 듯한 자국과 스케일의 집합, 박

층화, 박리로 인해 모표피간의 간격이 넓어지기도 하는 상호경

계의 불명확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 염색과 탈색으로 인

한 모발의 손상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일반 퍼머 시술시 모발표면의 형태 

Fig. 4는 일반 퍼머 시술시 모발표면의 형태적 특성을 나타

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발은 잘못된 빗질과 백콤, 뜨거운 바

람에 의한 건조 등의 물리적 손상이나 심한 탈색과 강한 알칼

리 퍼머넌트 웨이브 로션이나 강한 세척력이 있는 잦은 샴푸

등과 같은 화학약제에 의한 손상을 입게 되면 모표피의 스케일

이 박리 또는 탈락하게 되어 모피질 사이에 들어있는 친수성의

간충물질이 빠져나와 푸석푸석한 모질을 형성하게 되어 건조

모발이 되기 쉽게 된다.

松崎 외(2003)도 알카리 성분은 모발의 측쇄결합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시스틴 결합을 쉽게 끊으며, 물이나 열 등과 함께

수소결합, 조염결합 등을 끊어버리므로 모발내의 분자를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버릴 뿐 만 아니라, 모표피의 용해가

점차 진행되어 모발의 인장강도는 낮아지게 하고, 이러한 여러

결합의 절단이 분자고리간의 자유도를 높게 만들고, 알카리의

팽윤작용에 의해 모발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게 하여 신도가 증

가한다고 하였다. 

Sandhu et al.(199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조모발은 모표피

가 들어올려져 있어 얽히기가 쉽고 얽힌 것을 풀려고 하는 빗

질에 의해 모발의 표피 뿐 만 아니라 모피질에까지 손상을 주

어 모발의 끝이 대부분 세로로 갈라지는 지모를 초래하게 되어

모발은 늘어지고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게 되는 등의 모발 관리

면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Tolgyesi(1983)와 Beyak et al.(1971)은 이러한 모발의

변질은 표면 특성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햇빛, 오염된 공기, 바

람, 해수 같은 기후적 노출이나, 염소로 소독된 수영장과 같은

인위적 환경의 노출이 가해진다면 모발 시스틴결합의 광산화

분리를 야기하고 단백질 모체에 해로운 유리기(free radical)를

일으켜 큐티클의 유공성 또는 다공성을 증가시켜 모발손상을

가속화시키며 이러한 손상은 주위환경의 습도가 높으면 더욱

Fig. 2. 히트 퍼머 시술 순서도.

Fig. 3. 퍼머 시술전 모발표면의 형태적 특성.

Fig. 4. 일반 퍼머 시술시 모발표면의 형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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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화될 뿐 만 아니라 촉각, 마찰, 인장강신도의 점진적인 변

화 등의 섬유구조에서의 변형과 부적당한 모발피지의 문제까지

야기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일반 퍼머를 시술한 미처리모발의 경

우에는 시술전의 미처리모발에 비해서 모표피인 스케일이 들어

올려져 있거나 가장자리의 말림으로 인한 벌어짐과 벗겨진 듯

한 상, 그리고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흔적을 볼 수 있어 스케

일의 단차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상모발의 경우는 스케일의 부분적인 박리 현상으로 스케

일이 들떠 보이며, 부분적인 박리 현상과 용해에 의해 군데군

데 엉켜 휘말려 있는 응결현상도 볼 수 있어 미처리모발보다

스케일이 더 많은 손상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극손상모발

의 경우는 스케일의 용해와 응결현상이 과다하게 일어나 스케

일의 박층화와 박리로 인해 스케일의 원형은 거의 볼 수 없고

상호 경계가 불분명하여 전면적인 취화(脆化)의 초기현상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미처리모발에 비해 염색처리된 손상모발이, 그리

고 탈색처리된 극손상모발 모표피의 손상도가 확연하게 더 크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알카리도가 높고 시스틴

결합의 절단이 많이 일어나는 치오글리콜산염을 주성분으로 하

는 일반 퍼머 시술이 열이나 약제에 대한 저항력이 큰 모발의

표피층에 많은 손상을 주는 퍼머 시술이며, 손상된 모발에서는

그 손상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는 시술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처럼 화학처리로 인한 손

상된 모발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모발의 관리나 기후의 노출에

의해서도 건조모발이나, 지모, 절모의 현상을 충분히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미용현장에서는 퍼머 후에는 남아있는 알카리를

중화시킬 수 있는 산린스 처리나, 들떠 있는 큐티클의 표면을

안정화하고 유연함을 첨가하여 엉킨 것을 푸는 것과 빗질을 용

이하게 만들어 주는 양이온계면활성제 제품들로서 후처리를 확

실하게 해주어 모발상태를 개선시키기는 어려우나 더 이상의

손상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손상모발과 극손상된 모발의 퍼머시술 시에는 와인딩

후 환워제를 처리하고 일정시간 방치하는 환원시간은 줄이고

물로 헹구는 세척중화 후 일정시간을 방치하는 크립기(Creep

period)(Bogaty, 1967; Robbins, 1994)를 둠으로서 모발 밖의

잔여 환원제는 제거시키고 모발 속에 들어있는 환원제의 작용

은 계속 이루어지게 한 후 중화함으로서 퍼머 웨이브의 형태는

안정화 시키고 모발의 손상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권

하면서, 이에 대한 적정방치 시간에 대한 후속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3. 단백질 퍼머 시술시 모발표면의 형태

Fig. 5는 단백질 퍼머 시술시 모발표면의 형태적 특성을 나

타낸 것이다. 단백질 퍼머 시술을 한 미처리모발의 경우에는 약

제에 의한 손상으로 스케일의 팽윤과 박리로 스케일이 전체적

으로 들떠 보이나, 대체적으로 모표피의 전체적인 간격이 일정

하고 고르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끈한 표면상태

를 보여주고 있었다. 

손상모발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팽윤되어 조금씩 들

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는 각질의 팽윤현상이 있음을 볼 수 있

었다. 극손상모발의 경우는 스케일 상호간의 경계가 불규칙적

인 간격으로 각질이 형성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스케일 팽윤

과 들뜸현상으로 인해 군데군데 스케일이 이탈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단백질 퍼머 시술시 모든 모발의 종류에서 퍼머 용제에 의

한 스케일의 팽윤과 들뜸현상 및 부분적인 용해와 박리현상을

볼 수는 있었으나 일반 퍼머 시술시 많이 나타난 스케일의 말

림이나 응결현상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단백질 퍼머 시

술의 모발 표피층의 손상도가 일반 퍼머 시술의 손상도보다 적

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단백질 퍼머 시술에 사용되는 약제

가 일반 퍼머 시술에 사용되는 약제에 비해 모발의 표피에 가

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알카리도가 낮으며,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작용이 적게 일어나는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미용현장에서는 비용적인 면에서 허락한다면 손상된

모발이나 잦은 퍼머 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퍼머 시

술에 비해 모발의 표피층을 조금 덜 손상시키는 단백질 퍼머

시술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3.4. 연화 퍼머 시술시 모발표면의 형태 

Fig. 6은 연화 퍼머 시술시 모발표면의 형태적 특성을 나타

낸 것이다. 연화 퍼머 시술을 한 미처리모발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의 스케일에서 팽윤과 박리 및 용해로 인한 스케일의 반복

응결현상이 일어나 상호 경계가 불명확한 스케일층을 이루고

있었고, 스케일의 불규칙함과 들뜸현상도 보였다.

손상모발의 경우는 언뜻 보면 손상이 없어 보이는 듯하나 스

케일이 과다하게 소실되어 완전히 박리되어 있으며 환원제와

열의 영향에 의한 표피층의 부풀림과 공포가 관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분의 공포는 터져버려 피브릴의 발생도 볼 수 있

었다. 극손상모발의 경우는 전체적인 모표피 스케일의 심한 말

Fig. 5. 단백질 퍼머 시술시 모발표면의 형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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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나 용해 및 잔존 스케일의 용출과 응결현상이 일어났으며,

그 정도가 심한 부분에서는 표피층의 적층부분이 심하게 용해·

소실되어 확연한 피질의 노출과 선상화가 나타나 모발표면에

줄무늬의 요철까지 확인되었으며, 피질층의 용출로 인한 피질

섬유의 세로 결절이 나타나 심각한 결절모의 전조현상도 볼 수

있었고 후에는 단모와 같은 손상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었다.

Gamez-Garcia(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발을 적시고 열

풍으로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큐티클표면에 세로방향의 작은

균열이 발생하고 열풍을 사용하지 않고 건조했을 경우에는 균

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균열은 열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

니라 열을 이용해서 모발을 건조시켰을 때에 급격한 수축이 일

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균열이 나타나는 곳

은 수축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아 약해져 있는 부위로서 여기에

브러싱 등의 마찰력이 가해지면 큐티클의 박리가 발생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연화 퍼머의 과정이 110
o

C의 퍼머 기구를 일

정시간동안 연화시킨 후 중간 헹굼과정을 거친 젖은 모발에다

처리를 하여 웨이브를 형성시키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

속되는 동안 모발이 건조되면서 급격한 수축이 일어나 미처리

모발과 손상모발에서는 표피층의 공포뿐 아니라 극손상모발에

서는 세로결절까지도 관찰되는 등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

었다.

뿐만 아니라 Crawford et al.(1981)과 Robbins & Crawford

(1991)는 100
o

C에서 가열한 모발은 모발강도라는 점에서는 수

중 인장시험에서 20%가 저하한다고 보고하였고, Rebenfeld et

al.(1966)은 열수중에서의 모발 인장시험의 결과로부터 높은 온

도에서는 탄성계수가 작아진다고 하여 100
o

C 이하의 열에서도

모발강도에 대해 변화됨을 알 수 있었고, 이 상태에서 빗 등으

로 모발을 빗으면서 머리카락이 엉키는 등 손상되기 쉬울 것으

로 예상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연화 퍼머 시술은 약제와 열처리로 인한 모발의 급

격한 수축에 의한 표피층의 공포와 손상 뿐 만 아니라 피질층

까지의 손상을 가속화시켜 표피층과 피질층에 들어있는 간충물

질을 유실시키게 된다. 모발속의 간충물질을 유실하게 되면 탄

력있는 웨이브의 형성과 지속이 어렵고 모발의 적정수분 유지

가 어려워 광택과 윤기가 감소될 뿐 만 아니라 모발에서의 공

공현상을 초래하여 지모와 단모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러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연화 퍼머 시술시 중간린스과정 후

에 시술하는 모발의 건조과정에서 모발의 손상정도에 따라 15~

20% 정도의 적정 수분만을 남기고 건조시킨 후 와인딩 처리를

함으로서 지나친 수분의 잔존상태에서 와인딩 후 가온시에 발

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증기의 방출로 인한 모발의 공포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고, 시술전이나 과정 또는 모두 끝난 후

에는 반드시 보습성분이나 아미노산이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트리트먼트제로 전처리나 후처리를 확실하게 해줌으로서 웨이

브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모발의 손상도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평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손질을 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3.5. 직화 퍼머 시술시 모발표면의 형태 

Fig. 7은 직화 퍼머 시술시 모발표면의 형태적 특성을 나타

낸 것이다. 직화 퍼머를 시술한 미처리모발의 경우 다른 퍼머

시술을 한 모발보다도 더 많은 스케일의 말림과 소실이 일어나

스케일의 이탈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스케일 간격이 불규

칙적이고, 부분적으로는 들떠 있으면서 팽윤, 수축에 의해 스케

일이 떨어져 있을 뿐 만 아니라, 떨어져 나간 부위 위에서는

새로운 스케일층의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

손상모발의 경우 스케일간 세포막복합체의 박리와 공포가 보

이며 이러한 공포는 스케일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유착을

일으키며 히트식 퍼머의 특징인 와인딩시 내축외신의 열압력으

로 인해 모발과 로드가 맞닿는 내측에서 퍼머 시술시 탈수와

건조가 되면서 부분적으로 눌린 현상과 외측에서는 스케일의

공포가 터짐으로 인한 피질의 용출현상도 로드가 말려지는 일

정한 간격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극손상모발의 경우는 스케일 전체가 과다하게 박리·각화

되었고, 스케일의 상호경계 간격이 심하게 소실되었으며, 피질

Fig. 6. 연화 퍼머 시술시 모발표면의 형태적 특성.

Fig. 7. 직화 퍼머 시술시 모발표면의 형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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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간 배열이 흐트러지고 통합되면서 손상모발보다 훨씬 더

많은 세포막복합체 부분에 공포가 생겼으며 통합된 피질세포로

인해 세포간충물질도 많이 소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직화 퍼머의 경우 같은 히트 퍼머의 일종인 연화 퍼머 시술

과정에서의 환원제를 물로 헹구어 내는 중간린스와 건조의 과

정없이 와인딩 후 환원제를 도포한 후 바로 열을 가함으로서

지나친 수분의 잔존상태에서 가온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

런 증기의 방출로 인한 모발의 공포 터짐 손상과 피질의 용출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환원제에 열처리를 하는 경우, 시스틴결합의 대부분

이 절단될 뿐 아니라 표피층의 손상이 과속화됨으로서 모발상

태에 따른 올바른 시술방법 선택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岡野, 2000), 이와같은 손상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서는 올바른 퍼머 시술조건, 즉 모발상태에 따른 알맞은 퍼머

용제와 정확한 열처리 온도, 시간 등과 같은 시술처리의 중요

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술

방법과 약제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건강한 만 20세 여성을 대상으로 미처리모발, 손

상모발, 극손상모발의 3종류 모발에, 현재 미용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시술되고 있는 콜드 2욕식의 퍼머 2종류와 히

트 2욕식의 퍼머 2종류 총 4가지 퍼머를 시술한 후 모발의 시

술전후에 따른 모발 표면의 형태적 손상을 측정하여 퍼머 시술

방법에 따른 모발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현장에서의 모발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퍼머 시술방법 선택의 자료를 제시하고

자 하였으며, 이에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퍼머 시술전의 미처리모발은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외형을

보였으며 표피가 규칙적이고 치밀하게 겹쳐져 있는 손상되지

않은 스케일이 관찰되었으며 손상모발과 극손상모발의 경우에

는 모발 전반에 걸쳐 표피의 가장자리가 불규칙해지고 표피 간

격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스케일의 용해와 함께 소실이 관찰

되었다. 

2. 퍼머 시술후의 모발은 모든 시술방법에서 광범위한 스케

일의 소실로 인해 피질의 노출과 함께 지모 및 거품현상까지 초

래되었으며, 퍼머 시술방법에 따라서는 단백질 퍼머, 일반 퍼머,

연화 퍼머, 직화 퍼머 순으로 모발의 손상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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