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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rapid growth of nail art industry, various materials and expression tools are have been developed.  

Increasing number of consumers favor diverse nail art techniques including painting and artificial tips in addition 

to basic care such as cuticle trimming or coloring. Accordingly, the diversity of polish colors has been settled as 

a concept of total fashion in addition to the clothes and accessories. As the result, nails may be damaged or 

discolored. A study the nail discoloration by using polish was purposed tha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ail 

protective products. The tests were conducted with 20 college students for six months from March 3 to Aug. 28, 

2009, using digital camera as the measurement apparatus. The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which 

applied bright polish (white, beige, pink series) and dark polish (purple, blue, black series), and then divided into 

the groups applied and not applied the base coat which is known to be effective in preventing nail discoloration, 

and the groups applied and not applied tonic. The students applied polish for one week, and removed the polish 

with remover and photographed to examine the degree of nail discoloration. Dark colored polished resulted in earlier 

coloration and discoloration than the bright colored ones. Base coat could prevent coloration and the color changes 

of hyponychium and eponychium were lighter than the cases not applied with base coat. Tonic could delay 

coloration and reduced the color changes of hyponychium showing that tonic was effective for preventing coloration 

and discoloration of nail in addition to nutrition. 

Key words: nail discoloration(네일 변색), base coat(베이스코트), tonic( 양제).

 

Ⅰ.   론

1.연  목적 및 의의

오늘날 산업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욕구는 더욱 확대되고 다양

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용 산업의 환경은 급변

하고 있으며, 세분화,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에 편승하여 네일 아트의 관심은 더욱 고조

되고 있으며, 3,000여 개 이상의 네일샵과 9,000여 

명 이상의 네일 종사자, 3,600억 원대의 규모의 네

일 아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네일리스트

란 직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력적인 직업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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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희, 김주덕, “네일 관리에 대한 인식 및 네일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6권 1호 

(2008), p. 2.

2) 이 숙, 박 선, “네일 아트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5권 2호 (2009), p. 686.

3) 정해량, 고정민, “네일 디자인표현기법과 작품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6권 1호. (2008), p. 54. 

4) H. Sylvon, Newburger.. “Analysis of Nail Lacquers,” Research Journal of Cosmetic Vol. 5 (1975), p. 31.

5) 김도원, 백승혜, “Nail Lacquer가 Transonychial Water Loss에 미치는 향,” 대한피부과학회지 15권 1호 (1997), p. 82.

이러한 네일 아트의 급속한 성장은 다양한 표현

방법을 등장시켰으며, 다양한 재료와 표현 도구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큐티클 

정리, 칼라링 등 기본관리뿐만 아니라 페인팅, 인조

팁 등 다양한 기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에 따라 폭넓은 폴리쉬 색상이 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개성 표출하는 방법으로 의상, 악세서리

와 함께 토탈 패션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3)

또한 좀 더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큐티

클 정리, 양 관리보다는 표현 효과에 더욱 치중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폴리쉬는 약 12%의 nitro-

cellulose, 5% n-butyl phthalate, 5% arylsulfonamide- 

formaldehyde resin, 1～3% camphor, 1～2% pigment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solvent는 35% toluene, 40% 

butyl acetate, 15% ethyl acetate, 10% ethanol로 구성

되어 있다.4) 이와 같이 화학적인 성분을 많이 함유

하고 있는 폴리쉬 사용은 네일이 손상되고 변형되

는 부작용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또한 네일은 단단하여 외부에 대한 저항성은 크

지만 피부의 각질층에 비하여 수분 증발을 막고 흡

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지질(lipids)이 적으므로 

수분 손실이 크고 수용성 물질의 흡수가 잘되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폴리쉬는 이러한 네일의 표면을 

덮음으로써 수분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

킬 수 있으며, 그 구성성분이 자극피부염, 네일 변

색, 네일 주위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등 일으키

기도 한다.5)

본 연구는 폴리쉬 사용으로 인한 네일 변색에 대

하여 실험, 연구하여 네일 아트 분야의 학문적 근

거를 마련하고, 네일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적인 서비스 개발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네일 아트 

디자인 상품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연  방법 및 내

본 연구는〈그림 1〉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론을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도출하 다.

1)실험 대상 및 방법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09년 3월 3일부터 8

월 28일까지 6개월에 걸쳐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

험하 으며, 측정 방법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흰색, 베이지, 핑크계

열의 밝은 색 폴리쉬 사용 군과 자주, 파랑, 검정계

열의 어두운 색 폴리쉬 사용 군으로 나누고, 현재 변

색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베이스코트를 바른 

그룹과 바르지 않은 그룹, 양제를 바른 그룹과 바

르지 않은 그룹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진행하 다.

1회 실험하고 1주일 후에 리무버로 지운 후 디

지털 카메라로 접사 촬 을 하여 네일 변색 정도를 

24주 동안 관찰하 다.

2)실험 절차

밝은 색과 어두운 색 폴리쉬를〈표 1〉과 같은 방

법으로 네 가지 사례로 분류하여 바르고, 1주일 후 

리무버로 지운 후 네일의 상태를 관찰하 다. 리무

버의 색상과 성분에 따라 네일의 색상이 일시적으

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네일을 세척하고, 5시간 

이상 지난 후 변화 과정을 측정 후 디지털 카메라

를 이용하여 접사 촬 하 다. 실험도구로 사용된 

폴리쉬 색상은 색상, 명도, 채도가 각기 다른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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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은배, 색채의 이해와 활용, (서울: 안그라픽스 2005), pp. 320-324.

7) 김광숙, 김난숙 김자애, 이화순, Nail Care & Art, (서울: 고문사 2000), p. 19. 

<표 1> 실험 방법

밝은 색 폴리쉬 사용

어두운 색 폴리쉬 사용

양제 바르지 않고 베이스코트를 바르고 폴리쉬를 바름

양제와 베이스코트를 모두 바르지 않고 폴리쉬를 바름

양제와 베이스코트를 모두 바르고 폴리쉬를 바름

양제를 바르고 베이스코트를 바르지 않고 폴리쉬를 바름

<표 2> 먼셀 색체계에 따른 폴리쉬 색상

구분 폴리쉬 색상 계통색 먼셀 기호

밝은 색 계열

White 하양 N 9.5

Cream 흐린 노랑 5Y 8.5/3.5

Rose pink 분홍 10RP 7/8

어두운 색 계열

Wine red 빨간 자주 10RP 3/9

Cobalt blue 파랑 3PB 4/10

Black 검정 N2

를 이용하 으며, 먼셀 색체계(Munsell Color Sys-

tem)에 따라 표기하 다.6)

Ⅱ. 이론적 배경

1.네일의 조

네일은 피부의 일부로서 케라틴(각질)과 탄소, 질

소, 수소와 칼슘, 마그네슘, 구리, 망간, 아연, 철 등

의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한 손톱은 

표면이 매끄러우며 투명하고 연한 핑크색으로 희

미하게 세로줄이 나 있다. 손톱의 유연함을 유지하

기 위하여 7～12%의 적당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야 한다.7) 

네일은 자체, 밑, 주위의 피부로 나눌 수 있다(그

림 2).

 

1)네일 자체

네일은 조체, 조근, 자유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체(nail body)는 손톱의 본체로서 조판(nail plate)

이라고 하며, 아미노산, 시스테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죽은 각질세포로 구성되어 아랫부분은 연약

하며, 윗부분으로 갈수록 강하며 신경이나 혈관이 

없으며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근(nail root)

은 손톱이 자라기 시작하는 피부 밑에 묻혀 있는 

손톱의 뿌리이며, 손톱의 세포를 생성하는 곳으로 

네일 베드의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다. 

자유연(free edge)은 손톱의 끝부분으로 조상(nail 

bed)없이 자라나와 잘라내는 부분이다.

2)네일 밑

손톱 밑은 조상, 조모, 반월로 구성되어 있다. 조

상(nail bed)은 조체를 받쳐주는 판으로 손톱의 신진

대사와 수분 공급의 역할을 하며, 조모(nail matrix)

는 조근 밑에 위치하여 손톱의 각질세포 생성과 성

장에 관여하고, 혈관, 신경, 림프관이 있어 손상되

면 손톱이 비정상적으로 자란다. 반월(nail lunula)은 

하얀 반달모양으로 완전히 케라틴화 되지 않은 미

완성된 손톱이다.

3)네일 주위의 피

손톱 주위의 피부는 조소피, 조주름, 조구, 조벽, 

상조피, 조상연, 하조피 등으로 나누어 있다. 조소

피(cuticle)는 손톱의 주위를 덮는 피부이며, 미생물

과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며, 주름(nail fold)은 조근

(nail root)이 묻혀 있고, 손톱의 베이스에 피부가 깊

이 접혀있는 부분이다. 조구(nail grooves)는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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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나 , 이정자, 이미춘, 이미정, 김봉인, 김용선, 황정순, 박춘심, 여 호, 김경미, 김금란, 네일아트, (서울: 

광문각, 2007), p. 50.

<그림 2> 네일의 구조.

양 측면에 패인 곳을 말한다. 조벽(nail wall)은 조

구 위에 있는 손톱의 양 측면의 피부이며, 상조피

(eponychium)는 손톱 베이스에 있는 피부의 가는 

선이며, 반월을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얇은 막의 피

부이다. 손톱 전체를 둘러싼 피부의 가장자리 조상

연(perionychium)과 박테리아의 침입으로부터 손톱

을 보호하는 자유연의 밑부분 하조피(hyponychium) 

등이 있다.8)

Ⅲ. 실험 결과 및 

1.밝은 색 폴 쉬  바  그룹

4가지 실험 방법에 따라 24주 동안 관찰한 결과, 

변색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양제를 바르지 않고 베이스코트를 바른 대상

들은 8주까지 아무 반응이 없었으나, 9주부터 자유

연(free edge)이 누렇게 변색이 되기 시작하 고, 17

<표 3> 색상에 따른 네일 변색 변화(밝은 색 폴리쉬를 바른 그룹)

방법              기간 1～8주 9～16주 17～24주

양제 바르지 않고 

베이스코트 바름
반응 없음 Free edge 누렇게 변색 Hyponychium 누렇게 변색

양제와 베이스코트를 

모두 바르지 않음
반응 없음

Free edge, hyponychium 

누렇게 변색 시작

Free edge, hyponihium

변색 부위 넓게 분포

양제, 베이스코트

모두 바름
하얗게 변함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양제 바름, 베이스코트 

바르지 않음
하얗게 변함 변화 없음

폴리쉬 색상 착색되지 않음

Free edge 변색

주부터는 하조피(hyponychium)가 변색되기 시작하

다. 또한 양제와 베이스코트를 모두 바르지 않

은 대상들은 8주까지 반응이 없었으며, 9주부터 자

유연(free edge) 하조피(hyponychium)가 서서히 변색

이 되기 시작하 으며, 12주부터 누렇게 변하 다. 또

한 17주부터 자유연(free edge) 하조피(hyponychium)

의 변색 부위가 넓게 분포되었고 네일과 주변 피부

가 갈라지고 각질이 생겼다.

양제와 베이스코트를 모두 바른 그룹은 하얗

게 변화하 고, 24주까지 변화가 없었으며, 네일

과 조구, 조상연 등 주변 피부가 매끈함을 유지하

다.

그러나 양제를 바르고 베이스코트를 바르지 

않은 그룹은 처음에는 하얗게 되고 변화가 없다

가 17주부터는 자유연(free edge)이 변색되기 시작

하 고 , 네일과 주변 피부가 갈라지지 않았다(표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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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밝은 색 폴리쉬를 바른 그룹

 방법              기간 1～8주 9～16주  17～24주

양제 바르지 않고 

베이스코트 바름

양제, 베이스코트

모두 바르지 않음

양제, 베이스코트

모두 바름

양제 바르고

베이스코트 바르지

않음

2.어두  색 폴 쉬 바  그룹

양제를 바르지 않고 베이스코트를 바른 대상

들은 8주까지 반응이 없었으며, 9주부터 자유연(free 

edge)이 변색이 되었으나 폴리쉬 색상은 착색되지 

않았고, 17주부터 자유연(free edge)의 변색부위가 

넓게 분포되었다. 양제와 베이스코트 모두 바르

지 않은 그룹은 3주부터 폴리쉬 색상이 착색되기 

시작하 으며, 9주에는 자유연(free edge)과 하조피

(hyponychium)가 모두 변색이 되기 시작하 다. 17

주부터 착색이 심해졌으며, 자유연(free edge) 하조

피(hyponychium)의 변색부위가 넓게 분포되었고, 네

일, 조구, 조상연이 갈라지고 각질이 생겼다.

양제와 베이스코트를 모두 바른 그룹은 8주까

지 하얗게 되다가 9주부터 자유연(free edge)이 변

색이 되기 시작하 고, 폴리쉬 색상이 착색되지 않

았다. 24주까지 변화가 없었으며, 네일과 주변 피부

의 각질도 생기지 않았으며 매끈함을 유지하 다. 

양제를 바르고 베이스코트를 바르지 않은 그

룹은 8주까지 변화가 없었으며, 9주부터 자유연(free 

edge)이 변색되기 시작하 고, 17주부터 착색이 되

기 시작하 으며, 하조피(hyponihium)의 변색이 나

타나기 시작하 다(표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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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색상에 따른 네일 변색 변화(어두운 색 폴리쉬 바른 그룹)

 방법              기간 1～8주 9～16주 17～24주

양제 바르지 않고 

베이스코트 바름
반응 없음 Free edge, 누렇게 변색

폴리쉬 색상 착색되지 않음

free edge, 변색 부위 넓게 분포

양제와 베이스코트를 

모두 바르지 않음
폴리쉬 색상 약간 착색

Free edge, hyponychium 

누렇게 변색

착색이 심해짐, free edge, 

hyponychium, 변색 부위 넓

게 분포

양제와 베이스코트 

모두 바름
하얗게 변색 Free edge, 누렇게 변색 변화 없음

양제 바르고 베이스코트 

바르지 않음
변화 없음 Free edge, 누렇게 변색

약간 착색됨, hyponychium, 

약간 변색

<표 6> 어두운 색 폴리쉬 바른 그룹

 방법              기간 1～8주 9～16주  17～24주

양제 바르지 않고 

베이스코트 바름

양제, 베이스코트

모두 바르지 않음

양제, 베이스코트

모두 바름

양제 바르고 

베이스코트 바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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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폴리쉬 사용으로 인한 네일 변색의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베이스코트와 양제 사용

여부에 따라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밝은 색보다 어두운색의 폴리쉬를 사용할 

경우, 착색과 변색이 잘 되었으며, 베이스코트를 발

랐을 경우 착색이 늦게 나타났으며, free edge와 hy-

ponychium의 변색의 정도가 베이스코트를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약하게 나타났다. 즉, 명도가 낮고 

채도가 높은 색상의 폴리쉬가 네일과 주변의 피부

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양제와 베이스코트를 모두 발랐을 경우, 

착색과 변색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양제는 

양공급뿐 아니라 착색과 변색 방지에 효과가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양제를 바르지 않고 폴리쉬를 바른 경우, 

네일은 물론 하조피(hyponychium), 조구(nail grooves), 

조상연(perionychium) 등 주위의 피부가 건조해져 

갈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넷째, 양제를 바른 네일이 하얗게 변화한 것은 

수분, 단백질 등의 성분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베이스코트는 변색 방지

에 다소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경과되면 변색이 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제를 같이 사용할 

경우, 변색되는 시기가 늦춰져 변색 방지에 상승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스코트에 양 공급

을 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시킨다면 네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리무버, 폴리쉬, 디자인 재

료 등을 네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구 개발한다면 

네일 산업의 발전과 대중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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