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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율피 색소로 1제형 산성 염모제를 제조하여 1제형 산성 염모제의 단점인 색
상의 발색력을 높이고 오랜 지속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광측색계를 이용하여 염색력을 측정
하고, 모발의 퇴색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광학밀도(O.D.) 값을 측정하였으며, 모발의 탄력성은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레벨의 모발 시료에 대해 다른 방치 시간과 처리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20분간 열처리한 실험군이 가장 높은 염색력을 나타내었다. 이어 자연방치 40분, 열처리 10분, 자연
방치 20분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10레벨까지 올라갈수록 색상 표현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10레벨에서는 3일 후에도 약간의 수분 손실이 발생하고 인장강도도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앞으로 뷰티 업계가 다양한 천연염색 성분이 함유된 1제형 산성 염모제를 대중화하여 현대인의 웰빙
과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율피 색소, 산성염모제, 색차계, 모발염색, 모발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crease the power of color and examine the 
long-lasting power, which is a disadvantage of one-pack acid hair dye by using chestnut shell 
pigment. For this, hair dyeing power was measured using a spectrophotometer, the optical 
density(O.D.) value was measured to examine the degree of fading of the hair, and the elasticity of the 
hair was analyzed by measuring the tensile strength.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results of applying 
different leaving times and treatment methods to the hair samples of each level, the experimental 
group that was heat-treated for 20 minutes showed the highest dyeing power. Then, it was confirmed 
in the order of 40 minutes of natural exposure, 10 minutes of heat treatment, and 20 minutes of 
natural exposure.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color expression visually improved as it went up 
to level 10. However, at level 10, it was confirmed that some water loss occurred even after 3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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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tensile strength was low. These findings that indicated the beauty industry will popularize a 
one-step acid hair dye containing various natural dye ingredients to help maintain modern people's 
well-being and healthy mind and body.

Keywords : Chestnut shell dye, Acid hair dye, Colorimeter, Hair dye, Hair
    

1. 서 론
  
  최근 모발 염색의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색상의 모발 염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타인에게 각인되는 첫인상의 모습 중 
모발의 색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남녀노소
를 막론하고 모발의 다양한 색상의 염색을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다. 염모제는 아름다움을 위
하여 인체에 사용되어지는 물질인 만큼 해롭지 
않고 모발과 두피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다양한 염모제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현재 미용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염모제는 1제형 
염모제인 산성 염모제와 2제형 염모제인 산화 염
모제가 주로 사용된다. 1제형 산성염모제는 시술
시간이 짧고 다양한 색상을 시술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며 모발 손상이 적으며 자연스러운 흰머
리 커버에도 효과적이다[1]. 하지만 지속시간이 
짧으며 낮은 착색력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을 지
니고 있다[1]. 따라서 모발염색의 착색력과 지속
시간을 높이고 모발의 손상정도를 줄이기 위한 1
제형 산성염모제 제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2].
  모발 손상정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천연재료를 함유한 염모제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그 중 천연 염료인 헤나를 이용한 천연염색이 많
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헤나를 이용한 염색은 
도포방법과 시술방법이 까다로워서 사용이 제한
적이기에 높은 염색력과 시술방법이 간편한 천연 
염료를 함유한 연구가 필요하다[3]. 이에 대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두족류의 먹물, 선인장에 
기생하는 코치닐 등의 동물성 염료와 주(朱), 황
토, 변병(弁柄) 등의 광물성 염료, 그리고 도토리, 
홍화, 황련, 황백, 쪽, 치자와 같은 식물성 염료 
등에 합성염모제를 혼합하여 염색력과 염모제로
서의 기능을 살펴본 연구가 되고 있다[4, 5, 6]. 
그 결과, 천연색소와 1제형 산성염모제의 혼합사
용은 1제형 산성염모제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염
색력이 우수하고 모발의 탄력성이 향상되었으며, 
모발의 표면 보호효과가 개선되었다[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천연색소
를 함유한 1제형 산성염모제의 지속력과 착색력, 
그리고 모발의 손상정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율피는 너도밤나무과(Beech)의 다년생 초목인 
밤나무(Castanea crenata S.etZ.)의 열매인 밤의 
속껍질로 피부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하며 노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에서는 밤은 주름
살, 하혈, 지혈, 건위健胃), 보신(補腎)작용 및 칠
독(漆毒)의 해독제(解毒製)로서의 효능(效能)이 
있다고 하며 율피를 꿀에 개어 바르면 노인의 주
름살이 펴진다고 한다[7, 8]. 현재 율피를 이용한 
선행 연구에는 밤 속 껍질의 페놀성화, 율피에탄
올 엑스를 함유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약제학적 
특성 및 피부 생리개전효과, 미백제, 밤나무 열매
를 이용한 항산화제개발이 진행되어 있다. 율피 
성분 중 하나인 탄닌(tannin)은 폴리페놀
(polyphenol)계에 속하는 화합물로, 떫은 맛과 갈
변현상을 일으키며 쉽게 산화하며 철분과 결합하
면 흑색이 된다[4, 9]. 천연매염제 중 비교적 대
중적으로 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다색성 매
염염료로는 율피, 녹차, 커피 등이 있는데 율피는 
밤의 속껍질을 말하는 것으로 속껍질에 탄닌 성
분이 함유되어 있고 다색성 염료 중 매염염료
(mordant dye)로 갈색이나 흑색으로 사용되고 있
다. 또한 밤나무 자체의 줄기, 나무, 껍질, 잎, 낙
화, 과피 등도 염색에 이용되는데 줄기나 과피는 
알루미늄 또는 구리매염으로 갈색, 주석매염으로 
적갈색, 철 매염으로 회색, 철과 알루미늄의 병용
으로 밤 껍질색으로 발색한다. 뿐만 아니라, 나무
껍질, 잎, 낙화에서 추출한 색소에서 알루미늄이
나 구리 매염으로 겨자색, 주석매염으로 황갈색, 
철 매염으로 회색을 얻을 수 있다[10, 11]. 이러
한 탄닌의 고착이 식물성 섬유에 높은 염색력을 
보인다는 연구에 근거할 때, 율피가 지닌 탄닌 
성분은 모발의 염색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탄닌계 매염염료인 율피를 1제형 산성
염모제로 제조해 천연 모발 염색의 단점을 보완
하고자 하였다. 최근 천연염료를 이용한 모발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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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염색성 개
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8]. 따라서 본 연구는 
천연색소를 함유한 1제형 산성염모제의 선행연구
들에 근거하여 천연색소인 율피를 함유한 1제형 
산성 염모제를 제조하여 색상의 염모력을 높이고 
지속시간을 길게 유지하도록 하여  염모제 시술 
시에 단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험을 통해 연구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2.1.1. 시료모발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발 시료은 퍼머, 염색 
등 화학적 시술을 전혀 하지 않은 17세 여학생의 
버진 헤어(virgin hair)로써 두피로부터 5cm 떨어
진 부위에서 12cm 길이로 채취하였다. 채취한 
모발은 염색용 전자저울로 5g씩 중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선별한 시료의 모근 부위 방향 끝을 실
리콘으로 고정시킨 후, 모발에 자극을 주지 않도
록 하여 중성 샴푸를 푼 미지근한 물에 세척하여 
미온수로 충분히 헹군 후에 자연 건조시켰으며 
염색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탈색모를 2레벨을 
기준으로 하고 모발에 탈색제 제1제 3mg과 제 2
제(6%의 과산화수소) 3mL 비율로 혼합하여 도
포하여 10min 방치 후 세척하여 명도 4레벨로 
시료를 제작하고, 25min 방치 후 세척하여 명도 
6레벨로 시료를 제작하고, 2회 탈색하여 명도 8
레벨로, 3회 탈색하여 명도 10레벨로 제작하여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모발 시료의 level 측정기(level scale, Wella, 
Germany) 사용하였으며 이 시료에 율피로 염색
한 모발시료를 시험군(experiment group)으로 하
였다.

  2.1.2. 실험제품
  실험에 사용할 율피는 강원도 평창 농장에서 
구입하여 율피를 주성분으로 하는 1제형 산성염
모제를 Table 1과 같이 제조하였다. 제조과정은 
먼저 DI Water를 Hydroxy ethylcellulose를 완전 
분산 시 더 투명하게 겔화시키기 위해 75∼80℃
으로 온도를 올려서 실험한다(55∼60℃정도의 온

도로도 충분하게 투명한 겔화를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 투입하게 될 율피의 완전분산을 위해서 
온도를 75∼80℃으로 실험하였다). 두 번째 A1의 
원료는 Hydroxy ethylcellulose를 완전 분산 후에 
투입하며 점증을 상승화시켜 주는 또 다른 점증
제이다. A1의 원료는 A상에 A서 Hydroxy 
ethylcellulose와 함께 분산 용해해도 무방하지만 
기포를 줄이기 위해 따로 Solution하여 투입하였
다. 세번째 율피는 Hydroxy ethylcellulose를 완
전 분산 후 투입한다. Water에 바로 투입하여 완
전 분산 후 투입하여도 되며 현 실험에서는 
Hydroxy ethylcellulose의 투명도를 더 빨리 확인
하기 위해 Hydroxy ethylcellulose를 분산 후 
chestnut shell을 투입하여 분산하였고, 네 번째 B
상의 원료는 Ethanol(95%)에 나머지 B상의 원료
를 혼합하여 투입한다[2].

Table 1. One-step acid hair dye formula

Form No Ingredient Weight(g)

A
1 D.I. water 91.00

2 Hydroxy ethylcellulose 1.60

A1 3 Carbomer(2% Solution) 12.9

A2
4 chestnut shell 4.00

5 PropyleneGlycol 4.00

B

6 Ethanol(95%) 32.00

7 BenzylAlcoho 16.00

8 Methylpyrrolidon 16.00

9 Glycolicacid 8.00

계 200.00

Fig. 1. Chestnut shell 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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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duce of one-step acid hair dye.

  2.1.3. 측정기기
  먼저, 모발의 염색력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 레
벨에 따라서 도포시간을 달리한 모발 시료의 표
면색상 변화를 알아보고자 동일한 조건하에서 분
광색차계(X-rite SP60 sphere spectrophotometer, 
USA)를 이용하여 이 때 모든 실험은 동일한 조
건하에서 수행하였고, CIELAB 표색계의 색상 값
인 명도지수 L＊과 색좌표 지수인 a＊와 b＊값을 
측정하였다. 이때 광원과 광측 조건은 D65/10°
의 조건이었다. 
L＊: CIELAB 표색계의 white-black축에서의 명

도지수
a＊: CIELAB 표색계의 red-green 축에서의 채

도지수
b＊: CIELAB 표색계의 yellow-blue 축에서의 

채도지수
  다음으로 염색모의 색상 지속력을 알아보기 위
한 퇴색도(물빠짐)을 알아보기 위해 spectro- 
photometer (Cary 300UV; Agilent, USA)기기를 
이용하여 율피 색소로 염색된 시험군 시료 5g을 
비이커에 넣어 100ml의 정제수를 넣고 24h 후 
시료에서 염색물이 빠진 정제수를 일자별로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660 nm에서 추출
된 용액의 optical density (O.D.)값을 측정하였
다. 측정기간은 5일 동안 24h 주기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장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료 
모두를 모근 방향으로 12cm씩 정리하여 동일하
게 만능재료시험기(instron, model no.4301)로 인
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인장시험의 측정 규격은 섬
유단사를 측정하는 한국산업규격 섬유의 인장강
도 및 신도의 시험방법(KS K0323)에 준하여 실
시하였다. 측정값의 신뢰성을 위하여 측정값 중 

제일 높은 값과 제일 낮은 값을 제외한 남은 측
정값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인장시험 조건으로 
clamping distance 20mm, 인장속도 20mm/min
로 시험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12]. 

2.2. 실험방법

  2.2.1. 염모제 도포방법
  염색도포방법은 8cm씩 하나의 시료 당 30g씩 
저울로 계량을 하여 모근쪽을 실리콘 처리하여 
호일에 제조된 염모제를 가지고 도포하였다. 이 
때,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도포자는 여러 사람이 
아닌 1인이 시술하였다. 도포된 염색시료를 실내
온도 20~22℃, 상대습도 50~55%의 환경에서 자
연방치 20분, 자연방치 40분, 열처리 10분, 열처
리 20분으로 분류하여 흐르는 물에 염색소가 빠
지지 않을 때까지 세발하여 자연 건조시켜 시험
군을 만들었다. 열처리는 42~45℃의 히팅캡에 
넣은 후 측정시간이 되면 흐르는 물에 염색소가 
빠지지 않을 때까지 세발하여 자연 건조시켜 시
험군을 만들었다. 자연방치 시간과 측정온도는 현 
미용실에서 산성칼라 시술시 적용되는 시술 시간
을 토대로 하였다. 염모제의 시험군은 Table 2와 
같이 20개의 시험군으로 정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염색력 측정 결과

  1제형 산성 염모제의 염색력을 높이기 위한 방
법으로 다양한 천연 색소를 함유한 연구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천연성분인 율피 색소를 
함유한 산성염모제를 각기 다른 레벨에 도포하여 
방치시간과 처리방법을 다르게 하여 염색력을 알
아보고자 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각 시험군의 염색력을 알아보기 위해 L
＊, a＊, b＊값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 Fig. 3, 
Fie. 4, Fig. 5, Fig. 6과 같다.

  3.1.1. 시험군의  L＊측정 결과
  L＊은 밝기인 명도(lightness)를 표현하는 수치
로 0에서 100사이의 수치로 표시한다. 이때 0은 
black을 나타내고, 100은 white를 나타낸다. 2레
벨 시료에서는 열처리 20분을 처리한 시험군이 
18.94로 가장 어두운 색을 나타냈으며 자연방치 
20분을 처리한 시험군이 23.40으로 밝은 색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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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Target Hair Time Test Group

2

20 minutes of natural exposure 2-N20

40 minutes of natural exposure 2-N40

10 minutes of heat treatment 2-T10

20 minutes of heat treatment 2-T20

4

20 minutes of natural exposure 4-N20
40 minutes of natural exposure 4-N40
10 minutes of heat treatment 4-T10
20 minutes of heat treatment 4-T20

6

20 minutes of natural exposure 6-N20
40 minutes of natural exposure 6-N40
10 minutes of heat treatment 6-T10
20 minutes of heat treatment 6-T20

8

20 minutes of natural exposure 8-N20

40 minutes of natural exposure 8-N40

10 minutes of heat treatment 8-T10

20 minutes of heat treatment 8-T20

10

20 minutes of natural exposure 10-N20

40 minutes of natural exposure 10-N40

10 minutes of heat treatment 10-T10

20 minutes of heat treatment 10-T20

Table 2. Test group according to hair dye leaving time

          Table 3. Measurement result of L＊, a＊, b＊

Test Group L＊ (Depth) a＊(Redness) b＊(yellowness)
2-N20 23.40 2.77 2.39
2-N40 20.06 2.30 2.55
2-T10 20.55 2.40 2.50
2-T20 18.94 2.78 2.67
4-N20 25.77 2.60 2.06
4-N40 23.66 2.67 2.22
4-T10 24.78 2.34 2.37
4-T20 19.27 2.67 2.60
6-N20 30.42 2.22 1.79
6-N40 27.55 2.45 2.10
6-T10 29.44 2.07 1.98
6-T20 26.30 2.37 2.30
8-N20 35.67 2.08 1.68
8-N40 32.20 2.38 1.71
8-T10 34.19 2.40 1.76
8-T20 31.78 2.44 1.70

10-N20 42.98 1.57 0.50
10-N40 39.27 1.67 0.67
10-T10 41.66 1.77 0.78
10-T20 39.01 2.15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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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yeing results of hair samples after 
leaving for 20 minutes.

Fig. 4. Dyeing results of hair samples after 
leaving for 40 minutes.

Fig. 5. Dyeing results of hair samples after 10 
minutes of heat treatment.

Fig. 6. Dyeing results of hair samples after 20 
minutes of heat treatment.

타내었다. 4레벨 시료에서는 열처리 20분을 처리
한 시험군이 19.27로 가장 어두웠고 자연방치 20
분을 처리한 시험군이 25.77로 가장 밝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6레벨과 8레벨, 10레벨 시료
에서도 열처리 20분을 처리한 시험군이 가장 어
두운 색을 나타내었고 자연방치 20분을 처리한 
시험군이 가장 밝은 색으로 나타 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시험군들을 비교하면 열처리 
20분이 가장 어둡고 그 다음이 자연방치 40분으
로 처리한 시험군, 그 다음이 열처리 10분, 마지
막으로 자연방치 20분 처리한 시험군이 가장 밝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열처리를 하고 
시간을 더 방치하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L*값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2. 시험군의 a＊측정 결과
  a＊의 측정 결과는 각 시험군들을 비교하면 열
처리 20분에서 높은 값이 측정되었고 자연방치 
20분 처리한 시험군에서 가장 낮은 값이 측정되
었다. 이 결과는 같은 레벨에서는 열처리와 방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적색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시험군 레벨이 높아질수록 a＊값
이 감소하여 붉은 기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탈색에 의한 멜라닌 색소 파괴로 인해 
밝은 모발에 표현이 더욱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3. 시험군의 b＊측정 결과
  b＊의 측정 결과는 a＊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열처리 20분에서 높은 값이 측정되었고 자연방치 
20분 처리한 시험군에서 가장 낮은 값이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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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결과는 같은 레벨에서는 열처리와 방치
시간이 길어질수록 황색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시험군 레벨이 높아질수록 b＊값
이 감소하여 황색 기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3.1.4. 시험군의 L＊, a＊, b＊측정 결과 비교
  2. 4. 6. 8. 10레벨의 모발시료에 도포하여 방
치시간을 다르게 하여 염색력을 비교한 결과는 
10레벨로 올라 갈수록 Fig. 3, Fig. 4, Fig. 5, 
Fig. 6과 같이 시각적으로 색상표현이 잘 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분광색차계를 사용하여 정확한 
염색력을 측정하기 위한 L＊, a＊, b＊의 비교 
결과에서는 탈색 레벨이 높을수록, 열처리와 방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모발 시료의 바탕 레
벨이 높을수록 색상의 염색력과 색도가 높아진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율피 색소를 
함유한 1제형 산성염모제가 대상 레벨이 4레벨 
이상이거나 흰머리일 때 색상의 표현력이나 커버
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2. 염색모의 퇴색도(물빠짐) 측정 결과

  염색모의 색상 지속력을 알아보기 위해 퇴색도
의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제형 산성염모
제의 염모원리는 율피 색소와 같은 직접염료가 
이온 결합으로 모발에 흡착되는 것으로 모발 손
상이 적지만 알칼리 염모제에 비해 직접 염료의 
색소 손실이 비교적 빠르다라는 Kim과 Yu[12]의 
연구 결과가 있다. 퇴색도 측정은 염색력 측정 
결과에서 비교적 염색력이 우수했던 8개의 시료
를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1일차에서는 각 시험군
들이 물빠짐이 심하였고 2일이 지나면서 물빠짐
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마지막 5일차에
서는 10레벨 시료에서는 약간의 물빠짐이 있었지
만 0.038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직접염
료의 모발과의 이온결합으로 착색력이 알칼리 염
모제의 산화염료와는 다른 원리로 이루어지기 때
문이며 높은 레벨에서 물빠짐이 비교적 심한 것
은 모발손상으로 인한 다공성모발 때문에 염료의 
유출로 나타난 결과이며 5일차에 물빠짐이 줄어
든 이유는 직접염료의 보다 큰 분자가 시간이 지
나면서 모발의 표피와 피질에 흡착되어 물빠짐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Measurement result of fading degree 
(Unit: O.D.)

Test Group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4-N40 0.145 0.139 0.034 0.022 0.002

4-T20 0.170 0.140 0.031 0.017 0.002

6-N40 0.188 0.175 0.043 0.027 0.012

6-T20 0.178 0.145 0.047 0.015 0.006

8-N40 0.197 0.173 0.064 0.055 0.027

8-T20 0.177 0.160 0.147 0.080 0.017

10-N40 0.254 0.188 0.179 0.097 0.038

10-T20 0.270 0.200 0.188 0.069 0.037

3.3. 인장강도 측정 결과

  염색력 측정 결과에서 비교적 염색력이 우수했
던 8개의 시료를 선택하여 Table 5와 같이 인장
강도의 값을 측정하였다. 
  인장강도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미처리모보
다 시험군의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레벨이 높을수록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열처리모보다 자연방치 시험군들에서 
인장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
는 탈색과 열처리로 인하여 모발의 팽윤과 손상
이 많이 나타나 모표피와 모피질을 손상시켜서 
낮은 레벨과 자연방치에 비해 인장강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Tensile strength measurement result 
(Unitt: kgf/㎟)

Test Group Tensile Strength

Untreated Hair 98.70

4-N40 77.40

4-T20 74.47

6-N40 73.00

6-T20 72.88

8-N40 76.62

8-T20 62.78

10-N40 64.30

10-T20 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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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율피 색소를 이용하여 1제형 산성 
염모제를 제조하여 1제형 산성 염모제의 염색력
을 알아보고 염모제로서의 기능이 가능한지를 살
펴봄으로써 천연색소를 이용한 염모제 제조에 대
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율피 
색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1제형 산성염모제를 제
조하였다. 염색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명도 2레벨, 4레벨, 6레벨, 8레벨, 10레벨로 제작
하여 염모제를 도포하고 방치시간과 처리방법을 
다르게 하여 20개의 시험군으로 하였다. 모발의 
염색력을 측정하기 위해 분광색차계를 사용하였
고, 모발의 퇴색도를 알아보기 위해 optical 
density (O.D.)값을 측정하였다. 측정기간은 5일 
동안 24h 주기로 하였으며,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모발의 탄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대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염모제의 염색력을 측정한 결과 L＊은 2
레벨, 4레벨, 6레벨, 8레벨, 10레벨시료에서 열처
리 20분을 처리한 시험군이 가장 어두운 색을 나
타내었고 자연방치 20분을 처리한 시험군이 가장 
밝은 색으로 나타 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열처리를 하고 시간을 더 방치하면 큰 차이는 아
니지만 L*값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의 
결과는 열처리 20분에서 높은 값이 측정되었고 
자연방치 20분 처리한 시험군에서 가장 낮은 값
이 측정되었다. 같은 레벨에서는 열처리와 방치시
간이 길어질수록 적색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시험군 레벨이 높아질수록 a*값이 
감소하여 붉은 기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탈색에 의한 멜라닌 색소 파괴로 인해 밝은 
모발에 표현이 더욱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의 결과는 열처리 20분에서 높은 값이 측정되
었고 자연방치 20분 처리한 시험군에서 가장 낮
은 값이 측정되었다. 같은 레벨에서는 열처리와 
방치시간이 길어질수록 황색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험군 레벨이 높아질수록 
b＊값이 감소하여 황색 기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L＊, a＊, b＊의 값을 종합한 결과는 탈
색 레벨이 높을수록, 열처리와 방치시간이 길어질
수록, 그리고 모발 시료의 바탕 레벨이 높을수록 
색상의 염색력과 색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열처리와 방치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모발 시료의 바탕 레벨이 높을수록 명도
가 높아진다는 Kim과 Yu[12]의 연구 결과와 같

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색도의 측정 결과는 1일차에서는 각 시
험군들이 물빠짐이 심하였고 2일이 지나면서 물
빠짐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마지막 5일
차에서는 약간의 물빠짐이 있었지만 양호한 결과
를 보였다. 이는 직접염료의 모발과의 이온결합으
로 착색력이 알칼리 염모제의 산화염료와는 다른 
원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높은 레벨에서 물빠
짐이 비교적 심한 것은 모발손상으로 인한 다공
성모발 때문에 염료의 유출로 나타난 결과이며 5
일차에 물빠짐이 줄어든 이유는 직접염료의 보다 
큰 분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발의 표피와 피질
에 흡착되어 물빠짐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인장강도 측정 결과는 미처리모보다 시
험군의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
벨이 높을수록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
났으며 열처리모보다 자연방치 시험군들에서 인
장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탈색과 열처리로 인하여 모발의 팽윤과 손상이 
많이 나타나 모표피와 모피질을 손상시켜서 낮은 
레벨과 자연방치에 비해 인장강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 4, 6, 8, 10레벨
의 모발시료에 도포하여 방치시간과 처리방법을 
다르게 하여 비교한 결과는 열처리 20분으로 처
리한 시험군이 가장 염색력이 높았으며 그 다음
이 자연방치 40분, 열처리 10분, 자연방치 20분 
순이었다. 그리고 10레벨로 올라 갈수록 시각적
으로 색상표현이 잘 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
다. 하지만 10레벨에서는 3일이 지나서도 물빠짐
이 어느 정도 나타났으며 인장 강도가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즉 탈색 레벨이 높을수록, 열처리와 방치시간
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모발 시료의 바탕 레벨이 
높을수록 색상의 염색력과 색도가 높아진다는 것
을 알 수 있지만 모발의 탄력저하와 손상을 일으
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율피 
색소를 함유한 1제형 산성염모제가 대상 레벨이 
4레벨에서 8레벨까지 아주 우수한 염색효과를 나
타내고 탈색모발이 아닌 일반적인 흰머리일 경우
에 도포했을 경우 색상의 표현력과 커버력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율피 색소를 함유한 1제형 산
성염모제가 실제 미용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염색시술시 밝아진 모
발을 어둡게 하거나 흰머리커버에 우수한 염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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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
에서는 인장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능재료시험
기(instron, model no.4301)로 인장시험을 실시하
였다. 그러나 모방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사현미경(FE-SEM)을 통해서 더 정확한 관찰
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주사현미경
을 사용하여 인장강도의 정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3].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염색을 했을 경우 
피부알러지 유발한다는 연구에 근거할 때, 이 염
모제가 피부 알러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
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알칼리 산화 
염모제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천연염료를 
함유한 1제형 산성 염모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14]. 둘째, 율피 색소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연재료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
는 현대인들의 욕구에 적합한 염모제로 확인되었
다. 셋째, 앞으로 미용업계에서 천연염색 등 천연
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 수요가 건
강을 생각하는 트랜드의 변화와 같이 수요가 커
지고 있다[15]. 더불어 1제형 산성염모제를 대중
화시켜 천연염모제 성분으로서의 상용화 가치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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