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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에 따른 모발의 물리적·형태학적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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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eauticians with the fundamental material for them to use effectively
heat permanent wave and satisfy their customers. It carried out an experiment with hair of a woman in her late twentie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physical and morphologic characteristics by its water content when performing heat per-
manent wave. It evaluated the water content as 0 g, 1 g, 2 g, 3 g and 4 g respectively when performing the heat permanent
wave on hair, then it compared and observed the wave typ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for its physical change also
observed the morphologic change by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 and transmission electronic microscope. The result
of experiment on the physical specificity revealed that the wave was the most ideal when the water content was 2 g. The
material with much water content made wave but the result was not satisfied. In the case of hair with water content of
nearly 0 g didn't make wave. In terms of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the tensile strength was generally reduced as
hair was damaged, on the contrary, the elongation was increased. It observed the change of morphologic characteristic
and got the result that the damage on hair cuticle was deepen as its water content was decreased. It also showed the
result that damage happened on hair cuticle more than hair cortex with the observation of fine structure on hair section
by transmission electronic microscope. Generally chemical treatment damaged hair. Under consideration of this aspect,
the ultimate goal of this thesis is to minimize the damage of hair caused by chemical treatment and get the satisfaction
on the hair style. The result of experiment presented that the hair showed the best result when its water content was 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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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에서 미용의 위치는 과거 신분을 구분하는 수단에

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의 매개

체로 발달되고 있다. 특히 모발 미용은 개인의 아름다움을 특

성화·차별화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며 현대인들의 다양

하고 대담한 개성표현을 위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시술중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펌은 단지

웨이브를 형성하는 일차적 목적이외에도 개개인의 개성과 취향

에 맞추어 미적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

의 웨이브를 추구하게 되었다(김성남, 2002). 

최근 헤어샵에는 시술시간의 단축과 인위적이고 과장되지 않

는 자연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열펌이라는 시술법이 응용되

고 있다. 이러한 열펌은 소비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켰지만, 여전

히 모발 손상에 관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열펌에 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정은(2002)의 매직스트레이트 퍼머

에 의한 모발변화에 관한 연구, 최수경(2004)의 열펌 시 열 방

치시간에 따른 모발의 형태학적 손상도 연구, 김휘태(2004)의

열펌 시 연화시간에 따른 모발의 형태학적 손상연구, 김태근

(2004)의 열펌 시 처리 온도에 따른 모발의 형태학적 손상연구,

김양자(2005)의 Digital setting perm시 트리트먼트제 사용에

따른 모발의 wave형성 및 손상에 미치는 영향, 김정은(2006)의

열처리와 비열처리 퍼머넌트 웨이브에 의한 모발 손상 비교, 이

주영(2007)의 콜드웨이브펌과 디지털셋팅펌에 따른 모발 손상

도의 역학적 고찰, 한미자(2007)의 소맥분 및 트리트먼트제가

매직스트레이트 펌 시술시 모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이 검토되어 있지만 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에 따른 웨이브 형태

및 모발손상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열펌의 주요인자인

열은 모발이 유지하고자 하는 적정수분함유 밸런스를 깨뜨리며

온도가 상당히 높음으로 인해 단백질 응고(변성)가 일어나 모

발의 구조에 변화를 준다. 또한 수분 없이 가온을 지속하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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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빠져 나가서 모발경화현상이 발생되고 이러한 현상이 오

래 지속되면 결합구조의 변형이 일어난다. 수분의 감소율은 모

발의 탄력도나 손상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함량은 모

발 손상도에 있어 하나의 표준이 된다(최수경,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럽고 손질이 쉬운 열펌의 안정

된 시술을 위하여 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

는 모발의 물리적·형태학적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모발손상

의 최소화 및 퍼머넌트 웨이브 형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

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 모발은 물리적 손상이 적고 화학

적 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20대 후반 여성의 명도 4정도의

모발로 문진(問診)을 통해 이력을 파악한 후 후두부의 모발을

모근으로부터 3 cm 부위에서 25 cm 이상의 길이로 채취하여

2007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실험에 임하였다. 채취한 모

발을 전자저울로 2 g씩 측정한 후 상부 1 cm 가량 실리콘으로

고정시키고 모발이 상하지 않도록 중성 샴푸를 푼 미지근한 물

로 세척하고 3차 증류수로 충분히 헹군 뒤 상온에서 자연 건

조시켜 각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수분함량에 따른 열펌 시술 방법

실험군의 각 시료들은 열펌 제 1제 환원제(치오글리콜산 암

모늄)를 도포하여 연화시간 10분 후 즉시 증류수에 3번 헹군

다음 모발에 수분함량을 0 g, 1 g, 2 g, 3 g, 4 g으로 달리하여

분석용 전자저울로 측정하였다. 이어 디지털 펌 기기의 12 mm

rod로 와인딩 하여 열처리(100oC, 10분), 자연방치(25oC, 10분)

후 열펌 제 2제인 산화제(과산화수소)를 1회 도포하여 10분 동

안 방치하였다. 열펌의 과정을 모두 마친 시료는 증류수로 헹

군 뒤 자연 건조하여 시료의 결과를 비교 측정하였다.

2.3 모발의 물리적 특성

2.3.1. 퍼머넌트 웨이브 형태 측정

모든 시술이 끝난 후 시료를 각 군별로 배치하여 디지털 카

메라(Slim Samsung KENOX #1, Korea)로 촬영하여 모발의

웨이브 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2.3.2 인장강도와 신도 측정

모발의 물리적 특성은 인장시험기(Instron 4302, C.R.E type)

를 사용하여 고찰하였으며, 측정을 위해 한 시료당 110 µm의

균일한 20가닥의 모발을 선별한 후 한국산업규격(KS K 0323)

에 준하여 인장강도 및 신도를 측정하였다. 표준조건하에서 30

시간 프리컨디션닝한 시료를 인장속도 20 mm/min로 측정하였

고, 한 시료당 20회씩 반복 측정하였으며, 이들을 통계처리 한

후 평균치를 얻어 비교 분석하였다.

2.4. 모발의 형태적 특성

각 실험군에 해당하는 시료를 실리콘 처리 지점 상부로부터

12 cm 지점, 즉 두피로부터 약 15 cm 떨어진 부위를 관찰 부

위로 정하고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2.4.1 전계방사형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한 관찰

관찰부위에서 3 mm 정도로 잘라진 시료를 측면의 촬영을 위

해 시료대(silver fasten)에 고정시켜 이온증착기(Ion Sputtering

Device, JFC-1100E, Jeol, Japan)로 5분간 진공코팅 후 전계방

사형 주사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

5410LV; Jeol, Japan)으로 배율 500배와 1500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2.4.2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한 관찰

대조군과 수분함량 2 g의 시료를 0.05 M sodium cacodylate

완충액(pH 7.2)에 2% paraformaldehyde와 2% glutaraldehyde

로 구성된 고정액에 4oC에서 2시간 침지하였다. 이후 0.05 M

sodium cacodylate 완충액으로 10분씩 3회 세척한 후, 0.05 M

sodium cacodylate 완충액에 1% osmium tetroxide를 함유한

고정액에 4oC에서 2시간 침지하였다. 고정이 끝난 각각의 시료

는 상온에서 2회 증류수로 세척한 후 0.5% uranyl acetate에

4oC에서 12시간 침지하였다. 이후 일련의 에탄올(30, 50, 70,

80%)로 10분씩 탈수하였고 LR white resin으로 포매하여 50oC

에서 12시간 중합반응 하였다. 중합된 시료는 초박절편기(MT-

X; RMC, Tucson, AZ, USA)을 이용해 초박절편을 제작하였고

구리 그리드에 부착시킨 후, 2%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염색하여 에너지여과투과전자현미경(LIBRA 120; Carl Zeiss,

Oberkochen, Germany)으로 배율 10,000배와 20,000배로 확대

하여 관찰하였다.

2.5. 통계처리

본 연구의 분석치는 Window용 V.12.0 SPSS 통계 팩캐지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ANOVA 검정법으로

그 유의차를 검정하고 Duncan 다중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적용하여 수분함량에 따른 개별비교를 하였다.

Fig. 1. 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에 따른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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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에 따른 모발의 웨이브형태

수분함량 0 g군은 미약하지만 늘어진 S컬의 웨이브를 형성되

었으며 수분함량 1 g군에서는 양호한 S컬의 웨이브로 형성되었

으나 웨이브의 탄력도는 많이 떨어짐이 관찰되었다. 수분함량

2 g군에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탄력적인 컬을 형성하고 있으

며, 가장 안정적인 웨이브의 형성으로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수

분함량 3 g군은 수분함량 2 g군에 비해 모발의 웨이브 형태는

느슨하나 전체적으로 균일한 웨이브와 지속력이 있는 모습으로

형성되었으며 수분함량 4 g군은 수분함량이 높은 상태로 전체

적인 웨이브의 주기와 컬의 형성이 불규칙적이며 탄력도가 떨

어진다. 웨이브 형태를 비교 관찰한 결과 수분의 함량이 많은

시료는 웨이브 형성은 이루어 졌지만 웨이브의 주기와 탄력도

가 떨어지는 반면 수분의 함량이 적은 시료는 웨이브 형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모발의 함수율

이 적으면 수소결합이 절단되지 않아 효과적인 웨이브를 얻을

수 없고(최수경, 2004) 반대로 함수율이 많아지면 절단된 수소

결합이 원활하게 재결합을 이루지 못해 탄력성이 저하되는 것

으로 사료된다. 

3.2. 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에 따른 모발의 인장강도와 신도

모발을 힘을 주어 당기면 늘어남과 동시에 두께가 가늘어지

고 결국 끊어진다. 모발이 늘어난 비율을 신장율(%), 절단 시

무거움을 당기는 힘을 강도(g)로 표시한다. 모발의 인장강도와

신도의 특성은 표면특성에는 없는 모발 섬유 전체의 특성이며

모피질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최근희 외, 2004).

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에 따른 모발의 인장강도 변화율에서

대조군의 모발은 201.83 g을 나타내었고 수분함량 0 g시술 후

에는 174.89 g으로 26.94 g 감소하여 13.35% 큰 변화를 보였

으며, 수분함량 1 g 시술의 모발은 177.78 g으로 24.05 g 감소

하여 11.92% 변화를, 수분함량 2 g 시술의 모발은 181.30 g으

로 20.53 g 감소하여 10.17% 변화를 나타내었다. 수분함량 3 g

시술의 모발은 185.76 g으로 16.07 g 감소하여 7.96% 변화를

보였으며, 수분함량 4 g 시술의 모발은 189.76 g으로 12.07 g

감소하여 5.98% 변화를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에 따른 유의값

이 5.301로 p<0.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인정되었다. Duncan

검정 결과 수분함량이 감소될수록 인장강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조군과 수분함량 0 g군은 인장강도의 차

이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모발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열펌

시술시 열로 인한 단백질 변성으로 모피질의 손상도가 높아지

면서 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김정은(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에 따른 모발의 신도 변화율에서 대조

군의 모발은 71.76%을 나타내었고 수분함량 0 g 시술 후에는

74.87%으로 3.11% 증가하여 4.33% 변화를 보였으며, 수분함

량 1 g 시술의 모발은 72.99%으로 1.23% 증가하여 1.71% 변

화를, 수분함량 2 g 시술의 모발은 72.31%으로 0.55% 증가하

여 0.77% 변화를 나타내었다. 수분함량 3 g 시술의 모발은

74.16%으로 2.4% 증가하여 3.34% 변화를, 수분함량 4 g 시술

의 모발은 74.43%으로 2.67% 증가하여 3.72% 변화를 나타내

었다. 수분함량에 따른 모발의 신도는 유의성이 검정되지 않았

다. 이는 건강한 모발에서 수분함량은 모발의 신도에 크게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Table 1).

3.3. 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에 따른 모발의 모표피층을 전계

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상에서 관찰

일반적으로 건강한 모발의 모표피는 모발 전체에서 약 10~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 높을수록 모발은 단단하고,

광택이 좋으며 습윤과 마찰에 대한 강도가 높아진다. 이는 모

표피의 스케일이 소수성의 얇고 투명한 판상세포로서 모발 표

면에 규칙적으로 겹쳐 있어 모발에 광택을 부여하고 외부의 자

극으로부터 모발 내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

라 모발자체 내에 존재하는 약 15%정도의 수분증발을 막아주

어 모발이 건성화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김정해, 2006).

모발의 수분함량에 따른 표피의 측면을 전계 방사형 주사전

자현미경상에서 관찰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대조군은 큐티클

의 간격이 일정하며 규칙적으로 다층으로 중첩되어 있고 표면

의 스케일도 거의 손상이 없는 둥근 모양을 하고 있으며 모발Fig. 2.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에 따른 모발의 웨이브 형태

Table 1. 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에 따른 모발의 인장강도와 신도

(대조군) (수분함량0 g) (수분함량1 g) (수분함량2 g) (수분함량3 g) (수분함량4 g)

인장강도

(g/1 hair) 
M

S.D
201.83c

5.90c
174.89a

8.58c
177.78a b

16.23c c
181.30a b

15.85c c
185.76a b

10.55c c
189.76b c

12.89c c

신도

(%)
M

S.D
71.76c

2.40c
74.87c

2.91c
72.99c c

2.32c c
72.31c c

3.64c c
74.16c c

2.29c c
74.43c c

1.85c c

**p<0.01 (Duncun Grouping a<b<c) M: mean value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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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 단단하고 반듯한 형태를 유지 하고 있다. 수분함량 0 g

군은 모발이 열변성을 받아 팽화된 모습으로 큐티클 간격이 넓

어지며 눌리거나 밀린 모습이 보이며 스케일의 박리·용출·

이동·교착도 함께 볼 수 있다. 수분함량 1 g군의 이시기에는

큐티클의 안쪽 층에 있는 큐티클 세포는 들떠지면서 조각나 떨

어져 나가서 마치 부풀어 오른 상태로 관찰되며 박리와 박층의

모습이 더욱 넓게 분포됨을 보여주고 있다. 수분함량 2 g군은

전체적으로 큐티클간의 간격이 일정치 않으며 모표피의 형태가

많이 팽윤·수축으로 큐티클간의 경계가 소실되면서 스케일이

떨어져 남은 세포 부스러기들이 산재되어 있다. 수분함량 3 g

군은 수분함량 4 g군 보다 더 많은 큐티클 간격의 팽윤과 수축

이 보여지며 스케일이 톱니모양의 박리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분함량 4 g군은 시술 전 표면형태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펌제로 인한 큐티클의 간격이 약간 팽윤된 상태이며

부분적인 박리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손상

된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태가 좋은 편이다.

모발의 표피를 측면에서 관찰한 결과 수분함량이 높은 시료일

수록 대조군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손상된 부분이 미비하여 대

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분함량이 점차 감소될수록

큐티클에 손상의 정도가 심화되는 것이 관찰되어진다. 이는 모

발이 건조한 상태에서 과도한 열로 인한 표피의 손상이 심화된

것으로 수분함량은 모발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3. 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에 따른 모표피측면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Fig. 4. 대조군과 수분함량 2 g군의 모단면(모표피)

Fig. 5. 대조군과 수분함량 2 g군의 모단면(모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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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에 따른 모발의 모단면을 투과전

자현미경으로 관찰

Fig. 4와 5은 대조군과 수분함량 2 g군 일 때의 투과 전자현

미경 고찰 결과이다. Fig. 4. 대조군의 큐티클층은 8개의 큐티

클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큐티클의 세부 구조 에피큐티클, 엔

도큐티클, 엑소큐티클의 세층의 구조 자체가 안정적이며 큐티

클 세포 사이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세포막사이 복합체에

의해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다. 수분함량 2g군은 큐티클과 큐

티클 사이의 세포막이 형태가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변형되면서

세포의 손상 흔적과 많은 공포가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큐티

클층의 4~5개 층으로 박리·이탈 진행되는 단계의 모습이 관

찰되었다.

Fig. 5 대조군과 수분함량 2 g군의 모피질내를 비교한 것으

로 대조군의 경우 피질세포와 세포사이의 비교적 규칙적인 배

열과 세포간충물질 및 세포막간의 손상도 거의 없는 상태로 경

계가 확실하게 보이며 멜라닌과립들이 원형의 형태로 고르게

산재되어 있다. 수분함량 2 g군은 피질세포의 변성으로 피질세

포간 배열이 흐트러지고 피질 세포막 주변에 공포를 형성하였

으며 세포간충물질도 소실된듯하다. 또한 펌제나 열에 영향으로

변색된 멜라닌과립의 잔유물들이 형태나 크기가 변화되어 관찰

되었다. 대조군과 수분함량 2 g군의 모단면을 관찰한 결과 대조

군의 모표피와 모피질은 모두 안정적인 구조를 보였으며, 수분

함량 2 g군의 모표피에 많은 손상이 나타났고 이에 비해 모피질

은 손상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모발 내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표피가 방어역할

을 하여 모피질까지는 손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열펌 시술시 고객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면서 미용 산업현장

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미용인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본 연구는 20대 후반 여성의 모발을 대상으로 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에 따른 웨이브 형성 및 모발손상에 관하여 실

험을 실시하였다. 시료 모발의 물리적 특성 변화로 웨이브 형

태·인장강도와 신도를 비교하였고 모발의 형태적 특성 변화

는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웨이브 형태는 수분함량이 2 g군일 때 가장 이상적인 웨

이브 형태를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이 많은 시료는 웨이브 형성

은 이루어 졌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수분함

량이 거의 없는 모발은 웨이브 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인장강도와 신도는 모발이 손상될수록 인장강도는 전반적

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신도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3.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모발의 표피층을 관찰한 결과에서는

수분함량이 감소함에 표피층에 손상이 점차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모피질 단면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

과에서는 모발의 피질층에 손상도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열펌 시술시 수분함량이 많이 함유된 모발의 손상도는 크지

않았지만 웨이브 형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

편 수분함량이 거의 없는 모발은 모발 손상도 많았으며 웨이브

형성도도 현저히 낮았다. 일반적으로 화학적 시술은 모발에 손

상을 초래한다. 다만 화학적 처리에 대한 모발의 손상을 최소

화 하고 형태적으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위 논문의 궁

극적 목적으로 실험군의 모발은 수분함량 2 g이 가장 좋은 결

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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