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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매니큐어 반복시술에 따른 모발의 물성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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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hysical Properties of Hair according to 

Repeated Hair Manicure Treatment 

Ok-Jun Kim and Sun-A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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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air manicure is usually and widely operated in the area of hair-dyeing by the reason that acidic hair color
is less damaged and more stable than other chemical color treatment. However, there is no an in-depth study to prove
them. This study purposes to provide basic resources for effectively using products of hair manicure by experiments on
Physical Properties of Hair. Hair of one healthy woman in mid-20's, Level 4, was sampled for experiments. For the tests,
hair samples were classified by the frequency of hair manicure treatment The control group(a), once treatment(b),
twice(c), three times(d), four times(e) and five times(f). The results were measured with Scanning Electron Micros-
copy(SEM) and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test. The lower Values of Tensile Strength according to repeated hair
manicure treatment. Elongation is not affected by the frequency of hair manicure treatment. There was no remarkable
change of hair surface in once(b) and twice(c) treatment. The change of hair surface which was able to judge by cuticle
layers looseness, tunics and the transformation of cuticle cell were observed in the hair samples operating more than
three times(d) of hair manicur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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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적

최근 미용 산업의 전반적 흐름은 스타일의 외형적인 아름다

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건강

하고 탄력 있는 머릿결을 유지하면서도 간편하게 손질할 수 있

는 자연미와 건강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용현장에서도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발보호를 목

적으로 하는 다양한 시술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 중 산성칼라

(이하 hair manicure)는 영구 염모제나 퍼머넌트 웨이브 등 화

학적 시술보다 모발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시술현장

에서 많이 시술되어지고 있지만 많은 문헌에서도 헤어코팅이나

헤어매니큐어가 알칼리 염모제에 비해 손상도가 낮을 뿐 모발

손상을 전혀 주지 않는 제품이 아니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시술현장과 제조사의 마케팅부분에서는 헤어매니큐어를 시술

후 모발의 부드러움에 초점을 맞춰 마치 헤어매니큐어가 모발

을 건강하게 만드는 제품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헤

어매니큐어의 관리시점, 무분별한 사용실태 등에 대한 헤어매

니큐어의 올바른 사용방법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까지 모발염색에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합성염

모제중 알칼리 성분의 영구 염모제에 대한 모발 표면의 역학적,

형태학적 변화, 인체에 미치는 영향, 착색도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 되었으나 산성염모제에 대한 연구는 강지영

(2004)의 반영구 산성염모제에 의한 모발 염색시 착색도에 미

치는 pH조정제 효과, 강우진(2004)의 샴푸처리에 따른 산성코

팅 모발의 물리적, 형태적 특성, 김혜정(2006)의 모발의 염색관

리 후 무색 헤어매니큐어의 관리시점에 따른 모발보호 효과, 강

규희(2004)의 유기용제가 헤어매니큐어 내 silicone oil의 용해

와 퍼머넌트웨이브에 미치는 영향, 이수경(2007)의 산성염모제

시술 후 두발세정제에 따른 모표피변화와 퇴색정도 등으로 헤

어매니큐어의 반복 시술에 따른 모발의 물성변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어매니큐어에 모발이 반복

적으로 노출되었을시 모발의 역학적, 형태학적 변화를 건강모

발 기준으로 연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헤어매니큐어 제품 사용

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Corresponding author; Sun-A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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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론적 배경

헤어매니큐어는 산화제가 포함되지 않은 제 1제만으로 구성

되어 모발에 염색하는 방식의 염모제이다. 또한 모발의 기본적

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모발의 모표피에 얇은 막을 입

혀 발색케 하는 염색으로 4주에서 6주간의 지속력을 가진다(김

혜경, 2006). 우선 모발은 많은 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

다. 모발을 구성하는 약 20종의 아미노산에는 각각 (+) 또는 (-)

의 작용기를 갖고 있는데 모발 내부에 존재하는 (+)이온인 아

미노산의 -NH2와 산성기를 가지고 있는 헤어매니큐어의 염료

가 이온 결합으로 착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산성염모제

의 이온상태는 색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헤어매니큐어에 사용되

는 염료는 타르색소 중에서 주로 산성염료가 사용되며 초산

(-CH3COOH), 셀폰산(-SO3H), 카르복실기(-COOH)등에 의해

색소가 산성기를 띈다.(곽형심 외, 2005), (하병조, 1999) 이러

한 색소 분자들은 친모발성 물질인 벤질알코올(C7H8O), 에탄올

(C2H5OH)같은 침투제와 함께 배합되어있으며 산성염료와 실리

콘 오일 등이 함께 모발에 흡착 하여 반영구적 염색기능과 함

께 코팅막을 형성하여 모발을 부드럽게 해준다. 이러한 결합은

단순한 이온결합이므로 알칼리제인 비누 및 샴푸, 린스에 의해

결합이 쉽게 깨져 색소손실이 비교적 빠르다. 

일반적으로 산성염모제의 pH는 3부근으로 음전하를 가진 색

소의 염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발을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평소 모발의 전기적 상태는 음전하(-)

를 띤다. 모발의 경우 등전점인 pH 3.67에서 전기적으로 중성

이 되는데 모발을 등전점 아래로 하전 시킨 후 (+)상태로 만들

어 산성염모제의 음전하가 잘 결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헤어매

니큐어의 모발에 흡착 메카니즘을 Fig. 1에 나타내었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2.1.1 공시 시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 모발은 어떠한 약물복용 및 흡연

이나 다이어트, 질병, 또한 최근 5년간 어떠한 화학처리도 하

지 않았다는 사전응답을 한 경기도 소재의 20대 중반의 여성

모발로 level 4정도의 건강한 모발(virgin hair)을 선택하여 모

근으로부터 3cm부위에서 20cm 이상의 길이로 채취하여 2007

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실험에 임하였다. 채취 한 모발에

서 110 µm의 균일한 모발을 선별하고 2 g씩 측정하여 모근부

위 방향 끝을 실리콘으로 고정시켰다. 이러한 시료에 자극을 주

지 않도록 중성샴푸를 푼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고 3차 중류수

로 충분히 헹군 후 자연건조 시켜 각 실험에 사용하였다.

2.1.2 헤어매니큐어의 특징

본 연구에서 쓰이는 헤어매니큐어는 일반적으로 미용 시술

현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A사의 헤어매니큐어(Red)를 채택하

였다. 제품의 pH는 2.6-2.8이며 크림 겔 타입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주요 구성성분으로 Lecithin, Tocopherol, 합성오일,

Benzyl alcohol, Polyoxyethylene laurylether, Lactic acid,

Citric acid, Salicylic acid, DC Orange No.4, C.I. 45100

Acid red 52, Alkyltrimethyl ammonium chloride 등으로 본

성분들은 모발에 피막을 형성해주는 피막형성제와 트리트먼트

제, 방부제, 계면활성제, 색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2.2. 반복 시술에 따른 헤어매니큐어 시술 방법

각 시료군에 수분을 1 g씩 스프레이로 골고루 분사 도포하여

헤어매니큐어(Red) 2 g을 도포하였다. 도포한 실험군에 랩을 씌

워 히팅캡으로 열처리(50도, 15분), 자연방치(25도, 20분)후 중

성샴푸로 샴푸한 뒤 증류수로 3회 이상 행군 후 상온에서 자

연 건조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대조군(a), 1회 시술(b), 2회 시

술(c), 3회 시술(d), 4회 시술(e), 5회 시술(f)로 반복 시술하여

시료군 6개를 제조하였다.

2.3. 모발의 역학적 특성측정

모발의 역학적 특성의 변화를 조사하기위하여 각 시료 당 20

가닥의 모발을 무작위로 선별 후 KS K 0323에 의거한 인장

강도 및 신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환경 하에서 처리 전·후의

모발을 30시간 방치하여 모발의 인장강신도(INSTRON 4302,

시료길이 20mm, speed 20mm/min, 정속인장식(constant rate

of extention type))를 측정하였으며, 이들 측정값 중에서 최대·

최소 값을 제외하고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2.4. 모발의 형태학적 특성관찰

형태적 특성의 측정은 진공 이온 증착기(Ion Sputtering

Device, JFC-1100E, JEOL, JAPAN)에서 5분동안 20 mm 두

께로 각각 은도금(silver coating)한 후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5410LV, JEOL,

JAPAN)으로 각각 500배, 1500배로 확대하여 모발의 형태학적

인 변화상태를 관찰하였다.

2.5. 통계처리

본 연구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SPSS 12.0 Package programFig. 1. 모발에 대한 헤어매니큐어의 작용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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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헤어 매니큐어 반

복 실험은 반복분산분석(Repeated ANOVA검정)으로 반복 횟수

에 따른 개별비교를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헤어매니큐어 반복시술에 따른 모발의 역학적 특성

건강모발의 인장강신도 결과에 앞서 구형성 검정을 한 결과

Mauchly의 구형성 검정은 인장강도는 유의하지 않았고 신도만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Greenhouse and geisser's검정

결과 인장강도와 신도 모두 유의한 값으로 앱실런
a
<.75에 의해

구형성이 유의함(Field A. P, 2005)을 확인하였다(Table 1).

헤어매니큐어 반복시술에 대한 모발의 인장강도 변화율에서

대조군a의 모발은 207.7g을 나타내었고 시료b는 204.7g으로

1.5%의 감소변화율을 보였으며, 시료c는 201.8g로 2.9%의 감

소변화를, 시료d는 195.8g로 5.8%의 감소변화율을 나타내었다.

시료e는 193.5g으로 6.8%의 감소변화율을 시료f는 183.3g으로

11.8%의 감소변화율을 나타내었다. 위 평균값의 결과는 헤어매

니큐어가 화학적으로 모피질의 구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산성

인 헤어매니큐어에 노출될수록 모발이 산성화로 변하여 단단해

져 큐티클이 건조해져 쉽게 끊어지는 경화작용이 일어나 점점

강도가 줄어든 것(조정혜 외, 2002)이라고 사료된다. 신도 변화

율은 대조군a의 모발은 70%에서 시료b는 73.5%로 5%의 증가

변화율을 보였으며, 시료c는 74.1%로 5.9%의 증가변화를, 시

료d는 74.2%로 6%의 증가변화율을 나타내었다. 시료e는

74.6%로 6.6%의 증가변화율을 시료f는 73.9%로 3.9%의 증가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1회

시술모발은 신도가 조금 늘어났으나 1회부터 5회 시술모발 모

두 신도의 값이 미미하게 변화되었을 뿐 1회 시술모발과 비슷

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헤어매니큐어가 1회

이상 시술되어도 신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

다(Table 2).

인장강도와 신도의 대응별 비교는 95% 신뢰 구간으로 인장

강도와 신도 모두 유의 한 구간은 3회 시술부터 5회 시술까지

구간이다. 위 결과 3회 이상 헤어매니큐어를 반복 시술하였을

경우 모발표면의 과도한 응축 현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발의 손상으

로는 알카리 제품에 노출된 모발로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아

무리 모발에 안전한 약 산성 제품이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모발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본 실험에서 알 수 있다(Table

3). 

3.2. 헤어매니큐어 반복시술에 따른 모발의 형태학적 특성

모발의 형태학적 변화로 주요 관찰대상은 큐티클 층이다. 정

상모발에서 모발의 피질을 둘러싸서 보호해주는 큐티클 층은

5-7개의 큐티클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큐티클 세포는 인

접한 세포와 세포막 복합체(cell membrane complex)에 의해

분리되어있다(이귀영 외, 2005). 건강모발에 헤어매니큐어를 1

회부터 5회까지 반복 시술하여 대조군과 함께 형태학적 변화

를 관찰하기 위해 전자현미경으로 사진 촬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2와 Fig. 3은 시술 전 건강모발로 전체적으로 큐티클

층이 규칙적으로 고르며 뚜렷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 또한 큐

티클간의 간격이 일정하며 모발측면도 단단하고 반듯한 형태를

Table 1. 인장강신도 구형성 검정

개체-내 효과 Mauchly의 W 유의 확률
앱실런a

Greenhouse e-Geisser's Huynh-Feldt 하한값

매니큐어 인장강도 .083 .597 .618* 1.000 .200

매니큐어 신도 .006 .041 .491* .775 .200

Table 2. 헤어매니큐어 시술시 모발의 역학적 특성

a

(대조군)

b

(1회시술)

c

(2회시술)

d

(3회시술)

e

(4회시술)

f

(5회시술)
F-value

인장강도 M

(g/1hair) SD

207.7

10.3

204.6

13.4

201.8

17.4

195.8

15.2

193.5

13.9

183.3

24.0
2234.611

***

신 도(%) M SD
70.0

4.5

73.5

2.28

74.1

2.2

74.2

4.4

74.6

6.80

73.9

5.1
5838.582

***

***p<.001 

Table 3. 모발의 인장강도와 신도의 대응별 비교

대조군
1회 

시술

2회 

시술 

3회 

시술

4회 

시술

5회 

시술

a b c d e f

대조군 a    

1회 시술 b  ◎ 

2회 시술 c  ◎ 

3회 시술 d ◎◇ ◇

4회 시술 e ◎◇ ◇

5회 시술 f ◎ ◇ ◇ ◇ ◇ ◇ ◇

◎ ; 인장도 유의 구간, ◇ ; 신도 유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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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다. Fig. 4와 Fig. 5는 1회 시술한 촬영으로 모표

피의 형태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모

습을 하고 있다. 큐티클 층의 가장자리가 조금 벌어진 상태이

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Fig. 6과

Fig. 7은 2회 반복 시술한 모발로서 1회 시술모발보다 큐티클

가장자리가 조금 더 변화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손상된 부

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좋은 편이다. Fig.

8과 Fig. 9는 3회 반복 시술한 모발로서 큐티클 층의 큰 변화

는 없지만 큐티클의 경계 부분이 조금 들떠 벌어진 형태를 보

인다. 또한 큐티클의 겹쳐진 경계부분이 2회 시술보다 완만하

게 겹쳐진 형태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헤어매니큐어 성분 중 하

나인 실리콘 오일이 피막을 형성하여 관찰되는 것으로 사료된

다. Fig. 10과 Fig. 11은 4회 반복 시술로 큐티클의 가장자리

도 들떠있으며, 모발측면이 대조군에 비해 매끄럽지 못한 형태

가 관찰되었는데 끝부분이 조금씩 깨어진 듯한 모습으로 깨끗

하고 뚜렷하지 못한 큐티클라인이 관찰되었다. 또한 4회 반복

시술부터 헤어매니큐어의 피막형태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Fig.

12와 Fig. 13은 5회 반복 시술로 4회 반복시술과 큐티클의 들

뜸 현상은 많이 변화 하지 않았지만 큐티클 끝부분의 깨진 듯

한 현상은 더 많이 관찰되었다. 또한 큐티클과 큐티클의 경계

도 대조군에 비해 선명하지 않게 관찰되었으며, 헤어매니큐어

4회 반복 시술에서 관찰되었던 피막이 더 두꺼워진 형태로 관

(배율 : × 500 × 1500) 
  

Fig. 2. 대조군 Fig. 3. 대조군

  

Fig. 4. 1회 시술 Fig. 5. 1회 시술

  

Fig. 6. 2회 시술 Fig. 7. 2회 시술 

  

Fig. 8. 3회 시술 Fig. 9. 3회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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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었다. 

건강모발에 헤어매니큐어를 반복 시술한 형태학적 결과로 헤

어매니큐어시술이 모발의 큐티클 부분에 미미하게나마 손상을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발이 헤어매니큐어에 여

러 번 노출되면 모발의 산성화로 큐티클의 가장자리가 부셔지

고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모발에 헤어 매니큐

어 반복 시술의 적당한 횟수는 1-2회라고 사료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헤어매니큐어 반복 시술함에 있어서 모발의 물성

변화를 알아보고자 경기도 소재의 20대 중반의 level 4정도의

건강한 모발(virgin hair)을 채취하여 실험에 임하였다. 헤어매

니큐어 반복 시술에 대한 역학적 특성 결과로 시술을 거듭할수

록 인장강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신도는 대조군에 비해 전체적

으로 신장률이 증가하였지만 실험군들 사이의 신장률은 미미한

차이를 보여 헤어매니큐어의 반복시술은 신도에 큰 영향을 주

지 않는다. 대응별 비교결과로 인장강도와 신도 모두 유의 한

구간은 3회 시술에서 5회 시술로 3회 이상 헤어매니큐어를 반

복 시술하였을 경우 모발표면의 과도한 단백질 경화로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헤어매니큐어 반복시술에 대한 건강모발의 형태적 특성 변

화로 시술 전 모발은 전체적으로 큐티클의 형태가 규칙적이고

모발표면이 깨끗한 형태를 보였다. 1회 시술모발과 2회 시술모

발은 대조군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큐티클의 경계부분만

조금 들떠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3회 시술 모발로 큐티클의 경

계 부분이 조금 들떠 벌어진 형태를 보이고 큐티클의 겹쳐진

경계부분이 2회 시술보다 완만하게 겹쳐진 형태로 피막이 관

찰되었다. 4회 반복 시술로 큐티클의 가장자리도 들떠있으며

경계부분이 조금씩 깨어진 듯한 모습으로 깨끗하고 뚜렷하지

못한 큐티클라인이 관찰되었다. 또한 피막형태가 뚜렷하게 관

찰되었다. 5회 반복 시술로 큐티클의 끝부분이 깨진 듯한 현상

은 더 많이 관찰되었다. 큐티클과 큐티클의 경계도 대조군에 비

해 선명하지 않게 피막이 더 두꺼워진 형태로 관찰되었다. 헤

어매니큐어를 반복 시술한 형태학적 결과로 헤어매니큐어시술

이 모발의 큐티클 부분에 미미하게나마 손상을 가져왔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 따른 제언으로 본 연구는 헤어 매니큐어를 반복 시

술할 경우 모발의 변화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현

장에서는 한번에 여러 횟수로 시술 되는 경우보다 얼마간의 기

간을 두고 시술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적당한 헤어매

니큐어의 가장 안전한 관리시점에 대해서 앞으로 헤어매니큐어

의 무분별한 시술을 막고 고객의 모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

후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가 많

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로는 일반화 하게에는 다소 무리가 있

다. 다양한 연령, 굵기, 성별, 외부환경, 모발의 명도 등을 특징

지어 헤어매니큐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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