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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급속한 경제와 산업 발전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

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Ultraviolet ray, UV)의 양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피부는 자외선에 의한 손상 여부가 비교적 쉽게 눈에 

띄고 자외선 차단 화장품에 의한 보호효과도 즉각적

으로 나타나는 반면, 모발은 상대적으로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인식하기 어렵고 자외선 보호성분에 의

한 보호효과 또한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자외

선은 모발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장기간 노

출될 경우 모발이 푸석푸석해 지고 광택과 색이 변하

며 강도도 약해질 수 있다(Nogueira & Joekes, 2004). 

이 때문에 모발용 화장품 분야에서도 자외선 보호성

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에센스, 오일, 크림, 스프레이, 

왁스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 피부용 자외

선 보호 화장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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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protective effect on hair for 3 commercial hair oil products containing UV fil-
ters upon UVA and UVB irradiation. Hair tresses each weighing 2 g were prepared from black virgin hair. Hair 
tresses treated with 0.5 g of hair oil were irradiated by UVA (365 nm) and UVB (302 nm) lamp for up to 600 
hours. Color of hair was measured using a spectrocolorimeter,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hair were 
measured using a biological tensile tester, surface morphology was examined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Experimental results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al software. Hair color and tensile strength were 
both affected by UVA and UVB irradiation.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lor and tensile strength were ob- 
served between untreated hair and hair treated with hair oils. Good UV protective effect observed in Oil 2 and 
Oil 3 was attributable to the type and the combination of UV filters contained in th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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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모발화장품 분야에서는 관련 연구가 상대적

으로 적으며 특히 자외선 보호제가 실질적으로 얼마

만큼의 모발 보호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2007년 10월 17일에 개정된 화장품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화장품전성분표시제를 통해 화장품 용

기 또는 포장에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orea Food & Drug Ad-

ministration [KFDA], 2008). 화장품전성분표시제는 모

든 성분을 함량 순으로 많은 것부터 기재하고 1% 이

하로 사용된 성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등 표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성분의 함량 표시는 의무

화하고 있지 않다(KFDA, 2008). 따라서 자외선 차단용 

모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전성분은 참고할 수 있으나 각 성분의 함량에 근거하

여 제품의 자외선 차단기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발화장품 중 

자외선 보호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자외선에 대

한 모발 보호효과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를 위해 시판 오일제형의 헤어트리트먼트 중 자외선 

보호성분이 포함된 제품 세 가지를 선정하여 자외선 

A(UVA)와 자외선 B(UVB)에 대한 모발 보호효능을 

모발의 색상과 강신도, 표면 변화 측면에서 조사하

고 수집된 결과를 제품에 포함된 보호성분의 종류와 

특성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3종

의 헤어오일은 상업제품으로서 전성분은 표시되어 

있으나 각 성분의 함량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

구는 소비자들이 실제 모발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전성분을 토대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II. 이론적배경

1. 자외선⋅모발의 구조

자외선은 일반적으로 태양광선 중 100~400 nm의 

파장을 갖는 빛을 말하며 파장 영역에 따라 UVA(315 

~400 nm), UVB(280~315 nm), UVC(100~280 nm)로 

나뉜다(“Ultraviolet”, 2020). 이 중 UVC는 세 가지 자

외선 중 가장 위험하지만 오존층에 완전히 흡수되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은 UVA와 UVB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6).

모발은 비용해성 단백질 복합체인 케라틴(Kera-

ti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케라틴은 모발 전체의 65~

95%를 이룬다(Šebetić et al., 2008). 모발의 구조는 바

깥쪽부터 중심부까지 큐티클(Cuticle), 코르텍스(Cor-

tex), 메듈라(Medulla)의 3개 영역으로 나뉘며 이 중 

큐티클과 코르텍스가 모발의 성질을 결정한다. 큐티

클은 헤어스타일링, 샴푸, 기타 외부환경에 의해 제

일 먼저 영향을 받는 곳으로서 판 모양의 케라틴 각

질세포가 서로 겹쳐져 있는 비늘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Robbins, 2012). 코르텍스는 모발의 80~90%를 이

루는 영역으로서 기다란 코르텍스 세포가 모발의 길

이방향을 따라 촘촘히 배열되어 있고 멜라닌 과립

(Melanosome)이 함유되어 있다(Robbins, 2012). 코르

텍스 세포는 나선상의 케라틴 단백질 다발로 이루어

져 있으며 퍼머넌트(Permanent wave), 염색 등의 영

향을 받고 모발의 탄력, 강도, 색상 등을 결정하는 중

요한 부분이다(Robbins, 2012).

2. 자외선이 모발에 미치는 영향

모발은 태양빛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케라틴 단백

질이 분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모발의 강도 및 신축

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색상도 변할 수 있다(Robbins, 

2012). Beyak et al.(1971)은 탈색 등 화학적 처리를 하

지 않은 모발과 탈색한 모발에 일광과 자외선을 각각 

조사한 결과 모발의 인장강도 저하는 광조사량에 비

례하며 광원의 종류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반

면, Robbins(2012)는 모발의 손상을 일으키는 일광 영

역은 자외선 영역인 245~400 nm 파장 영역이며 자외

선은 큐티클과 코르텍스의 단백질과 세포막복합체, 

멜라닌 색소를 공격한다고 하였다. 특히 장파장의 

UVA는 코르텍스까지 도달하여 코르텍스에 있는 멜

라닌 색소를 공격하기 때문에 모발의 색 변화의 원인

이 되고, 단파장의 UVB는 큐티클 층에 머물러 큐티

클 단백질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Robbins, 2012; 

Šebetić et al., 2008). Nogueira and Joekes(2004)와 Še-

betić et al.(2008)은 모발의 색상이 변화는 원인은 멜라

닌 색소의 퇴화뿐만 아니라 시스틴(Cystine), 메티오닌

(Methionine), 트립토판(Tryptophan), 티로신(Tyrosine), 

히스티딘(Histidine) 아미노산 등이 자외선에 의해 퇴



자외선 보호성분이 포함된 헤어오일의 자외선에 대한 모발 보호성능 연구

– 1207 –

화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Park(2005)은 건강모발과 염색모발, 탈색모발, 코

팅모발에 UVA(350 nm)와 UVC(254 nm)를 각각 조사

한 결과 큐티클 층의 이황화결합에 변화가 일어난 것

을 관찰하였으며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색차(ΔE)

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Chang(2016)은 자연모발과 

퍼머넌트 모발(Permanently waved hair), 염색모발(Co-

lored hair)에 각각 UVA를 조사한 결과 UVA는 모발 

손상을 일으키고 세 종류의 모발 중 퍼머넌트 모발과 

염색모발이 많이 손상되었다고 하였다. 손상된 모발

은 광택과 탄력성이 감소하고, 푸석푸석해졌으며 색

상 면에서는 명도가 높아지고 채도가 낮아져 흐릿한 

색을 띄었다고 하였다(Chang, 2016). 또한, UVA의 조

사시간이 길수록 인장강도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시

술한 모발의 경우 자외선이 모발 깊숙이 침투하여 강

도가 많이 낮아졌다고도 하였다(Chang, 2016).

3. 자외선 차단제에 의한 모발 보호

화장품에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성분은 무기질과 

유기질로 나뉜다(“UV filter types”, n.d.). 무기질 차단

제는 이산화티탄(TiO2)과 같은 결정형의 고체입자로 

이루어진 성분들을 포함하며 자외선의 약 90%를 흡

수하고 약 10%를 산란 혹은 반사함으로써 자외선이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UV filter types”, n.d.). 

유기질 차단제는 대체로 기름이나 물에 녹는 성분인

데 자외선을 흡수함으로써 자외선 차단효과를 나타

낸다(“UV filter types”, n.d.). 유기질 차단제의 예로 에

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Ethylhexyl methoxycinna-

mate),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Bis-ethylhexyloxyphenol methoxyphenyl triazine) 등을 

들 수 있다(“Bis-ethylhexyloxyphenol methoxyphenyl 

triazine”, n.d.; “Ethylhexyl methoxycinnamate”, n.d.). 유

기질 차단제 중 기름이나 물에 녹지 않는 성분들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100 nm 이하의 크기를 지니며 나

노입자(Nanoparticle)로 분류된다(“UV filter types”, 

n.d.). 나노입자상의 유기질 차단제는 무기질 차단제와 

마찬가지로 자외선의 약 90% 정도를 흡수하고 10% 

정도를 산란 혹은 반사한다(“UV filter types”, n.d.).

Han et al.(2007)은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가 자

외선 차단제품으로써 모발 보호효과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를 1.5% 배합

한 세럼을 20대 여성의 모발에 도포하고 UVB를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세럼을 처리하지 않은 모발은 UVB 

조사에 의해 인장강도가 저하되고 표면 손상이 일어

났으나 세럼 처리한 모발은 UVB에 의한 인장강도 

저하가 낮았으며 모발의 광택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

고 하였다(Han et al., 2007). Cho(2010) 또한 에칠헥실

메톡시신나메이트를 1.0~3.0% 배합한 헤어오일과 로

션을 제조한 후 자연모발에 도포하고 UVB(306 nm)

를 3시간 또는 6시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자외선 조

사시간이 길수록 모발의 인장강도가 더 많이 감소하

였는데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가 함유된 헤어오

일과 로션을 도포한 모발은 인장강도 감소가 적어져 

자외선에 대한 보호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위 성분의 

함량이 높을수록 보호효과가 더 컸다고 하였다(Cho, 

2010).

III. 실   험

1. 재료

모발은 염색과 탈색 이력이 없는 20~25 cm 길이의 

여성 모발로서 검정색 버진헤어(Virgin hair)를 보나헤

어(Korea)에서 구입하였다. 헤어오일은 인터넷 쇼핑

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헤어오일 중 자외선 보호성분

이 함유된 것 세 종류를 구입하였다. 편의상 각 오일은 

Oil 1, Oil 2, Oil 3으로 명명하였으며 3종 오일에 함유

된 전성분은 <Table 1>과 같으며 각 성분의 함량은 제

시되지 않았다. 모발 세정은 A사 샴푸를 사용하였다.

2. 실험

실험을 위해 직경 60~80 μm, 길이 12~14 cm인 머리

카락을 2 g씩 한 방향으로 모아 뿌리 쪽을 글루건으로 

붙여 8개의 모발 트레스(Hair tress)를 만들었다. 모발 

트레스 하나에 헤어오일 한 종류를 0.5 g씩 고르게 펴 

발랐다. 각 헤어오일을 바른 모발 트레스 3개와 아무

것도 바르지 않은 모발 트레스 1개를 UV 램프 아래

에, 램프 하단에서 모발까지의 거리가 5 cm가 되도록 

놓았다. UV 램프는 UVP(Upland, CA, USA)사의 모델

로서 365 nm 파장의 UVL-28 EL Series(8 watt) 램프와 

302 nm 파장의 UVM-24 EL Series(4 watt) 램프를 사용

하였다. 램프의 양 끝에 거치대를 놓아 광이 모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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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빛이 밖으로 새

어나가지 않도록 램프 주변을 호일로 감쌌다. UV 조

사는 총 600시간 동안 하였으며 매일 <헤어오일 도포

→6시간 UV 조사→ pH가 5.5인 샴푸로 모발 세정→

10 cm 거리에서 헤어드라이어기의 미지근한 바람으

로 완전 건조>를 100일간 반복하였다.

3. 측정 및 분석

UV 조사에 따른 모발의 색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분광색차계(Color i5, X-rite, USA)를 사용하여 D65 광

원, 10° 표준관찰자 시야에서 CIELAB 색공간의 L*, 

a*, b*, ΔE*값과 Munsell 표색계의 H, V, C값을 측정

하였다. 색차를 나타내는 ΔE*값은 1976년도 CIELAB 

색공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었다(“Color difference”, 

2020; Konica Minolta, n.d.).

모발의 인장강도와 신도의 변화를 보기 위해 바이

오 물질용 인장강신도분석기(MPT-320, Korea)를 사

용하여 파지거리를 6 cm로 하고 직경이 60 μm 정도

인 모발을 선별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시 인장속도

는 100 mm/min로 설정하였으며 모발이 끊어질 때까

지의 강도와 신도를 3회 반복 측정하였다. 모발의 표

면형태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SEM, JSM-8700, Ja-

pan)을 사용해 1,000배율로 관찰하였다. 수집한 자료

는 IBM SPSS Statistics(Version 25)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IV. 결과및고찰

1. 모발의 색 변화

세 종류의 헤어오일로 처리한 모발에 UVA를 조사

한 후 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

였다. 자외선 조사를 한 모발의 색 평균값(Mean)으로 

볼 때 세 종류의 헤어오일로 처리한 모발은 헤어오

일 미처리 모발(Not treated)에 비해 밝기를 나타내는 

L*값과 명도를 나타내는 V값이 낮아 더 어두운 것으

로 나타났다. 붉은기운(+)과 초록기운(‒)을 나타내는 

a*값과 노란기운(+)과 푸른기운(‒)을 나타내는 b*값 

또한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에 비해 3종의 헤어오일

로 처리한 모발이 다소 낮아 자외선 조사 후 붉은기운

과 노란기운이 감소된 것이 확인되었다. 색차를 나타

내는 ΔE*값은 Oil 1(0.79)과 Oil 3(0.82), Oil 2(1.39)로 

처리한 모발이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2.17)에 비해 낮

았다.

<Table 3>은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과 세 종류의 헤

어오일로 처리한 모발에 UVB를 조사한 후 색의 변

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세 종류의 헤어오일로 처리

한 모발은 L*, a*, b*, V, C값 등이 헤어오일 미처리 모

발에 비해 다소 낮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UVA 조사와 

비교하여 헤어오일 처리 모발과 미처리 모발 간의 색

의 차이가 적었다.

<Table 4>는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 3종의 헤어오

일을 처리한 모발 등 4개의 모발 집단 간에 UVA 조사

에 의한 색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ANOVA

를 실시한 결과이다. 4개의 모발 간에는 L*(p=.018), 

a*(p=.001), b*(p=.001), ΔE*(p=.005), H(p=.006), V(p= 

.012), C(p=.000) 등 모든 색값이 α=.05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p

=.05에서 L*, a*, b*, ΔE*, V, C값은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이 헤어오일로 처리한 모발과 다른 그룹으로 분

류되어 헤어오일을 처리하지 않은 모발의 색은 3종

의 헤어오일로 처리한 모발의 색과 유의하게 다름을 

확인하였다.

Oil List of all ingredients

Oil 1
Hydrogenated polyisobutene, Dimethicone, Isononyl isononanoate, Linalol, Citronellol, Geraniol, Citral, Fragrance, Ar- 
gan oil (0.5%), Benzyl benzoate, Ethylhexylmethoxycinnamate

Oil 2
Tocopherol, Hydrogenated polyisobutene, Amodimethicone, Lactic acid, Isododecane, C13-14 isoparaffin, Isopropyl my-
ristate, Butylene glycol, PPG-2-Deceth-12, BHT, Phenoxyethanol, Water, Fragrance, Camellia oil, Polysilicon-13, Asper-
gillosis/Camellia extract, Ethylhexyl methoxycinnamate, Bis-ethylhexyloxyphenol methoxyphenyl triazine

Oil 3
Cyclopentasiloxane, Cyclomethicone, Isopropyl myristate, Cyclotetrasiloxane, Camellia oil, Macadamia seed oil, Bertho- 
lletia excelsa seed oil, Sweet almond oil, Argan oil, Avocado oil, Angori seed oil, Olive oil, Phenoxyethanol, Ethanol, Fra-
grance, Ethylhexyl methoxycinnamate, Butyl methoxydibenzoylmethane

Table 1. List of all ingredients of 3 oil products us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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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는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 3종의 헤어오

일을 처리한 모발 등 4개의 모발 집단 간에 UVB 조사

에 의한 색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ANOVA

를 실시한 결과이다. UVB 조사는 a*(p=.000), b*(p= 

.007), C(p=.004)에 있어서 4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Duncan 사후검정 결과(p=.05) 헤어오

일 미처리 모발이 3종의 헤어오일로 처리한 모발과 

a*, b*과 C값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Table 5>에 의거하여 4종의 모발 집단 

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UVA 조사 모발에서 더 확연히 

나타남에 따라 모발의 색은 UVB보다 UVA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과 3종의 헤어

오일로 처리한 모발 각각에 대해 UVA와 UVB 조사

에 따른 ΔE*값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확인하

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검정 결과 

Oil 1(p=.040)과 Oil 3(p=.012)으로 처리한 모발은 ΔE*

값에서 UVA와 UVB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

UV Treatment Irradiation time (hr)
CIELAB Munsell

L* a* b* ΔE* H V C

UVA

0 (Control) 19.98 2.60 3.24 0.00 6.6YR 2.0 0.7

Not treated

50 18.83 3.33 3.67 1.43 5.9YR 1.8 0.9

100 19.98 3.45 4.31 1.36 6.5YR 2.0 1.0

200 18.19 3.52 4.32 2.29 6.6YR 1.8 1.0

400 19.00 3.81 4.66 2.11 6.4YR 1.9 1.1

600 19.75 4.68 6.27 3.68 6.8YR 1.9 1.4

Mean 19.15 3.76 4.65 2.17 6.4YR 1.9 1.1

0 (Control) 18.71 2.81 3.35 0.00 6.4YR 1.9 0.8

Oil 1

50 18.49 2.94 3.38 0.26 6.2YR 1.8 0.8

100 18.13 3.09 3.59 0.69 6.3YR 1.8 0.8

200 18.52 3.12 3.58 0.43 6.2YR 1.8 0.8

400 17.69 2.95 3.57 1.05 6.7YR 1.7 0.8

600 18.63 3.63 4.62 1.51 6.8YR 1.8 1.0

Mean 18.29 3.15 3.75 0.79 6.4YR 1.8 0.8

0 (Control) 19.15 2.86 3.48 0.00 6.5YR 1.9 0.8

Oil 2

50 17.74 2.94 3.55 1.41 6.6YR 1.7 0.8

100 17.58 2.85 3.28 1.58 6.3YR 1.7 0.7

200 18.24 3.09 3.71 0.96 6.5YR 1.8 0.8

400 17.65 2.96 3.43 1.50 6.4YR 1.7 0.8

600 18.61 3.69 4.61 1.50 6.6YR 1.8 1.0

Mean 17.96 3.11 3.72 1.39 6.5YR 1.7 0.8

0 (Control) 18.83 2.48 2.69 0.00 5.8YR 1.8 0.6

Oil 3

50 17.47 2.57 2.74 1.36 5.9YR 1.7 0.6

100 17.97 2.39 2.40 0.90 5.5YR 1.8 0.6

200 18.90 2.28 2.19 0.54 5.1YR 1.8 0.6

400 18.60 2.67 2.58 0.32 5.1YR 1.8 0.6

600 18.09 2.77 3.23 0.96 6.5YR 1.8 0.7

Mean 18.21 2.54 2.63 0.82 5.6YR 1.8 0.6

Table 2. Change of hair color after UVA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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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p=.225)과 Oil 2(p=.922)로 

처리한 모발의 ΔE*값은 UVA와 UVB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평균 ΔE*값으로 볼 때, 헤어오일 미처

리 모발의 경우 UVA 조사에 의한 색차(ΔE*=2.174)가 

UVB 조사에 의한 색차(ΔE*=1.524)보다 커 UVA가 

UVB보다 모발의 색 변화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와 같은 결과가 α=.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Oil 1과 Oil 3으로 처리한 모발

에 있어서 UVA와 UVB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각각의 헤어오일에 함유된 자외선 차단성분과

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모발의 인장강도와 신도 변화

UVA와 UVB 조사에 따른 헤어오일 미처리 및 처리 

모발의 인장강도 평균값과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모발(0 hr)에 대한 인장강도를 <Table 7>에 나타내었

으며 <Fig. 1>은 이를 그래프화한 것이다. UVA와 UVB

UV Treatment Irradiation time (hr) 
CIELAB Munsell

L* a* b* ΔE* H V C

UVB

0 (Control) 19.73 2.78 3.51 0.00 6.7YR 1.9 0.8

Not treated

50 18.81 3.40 4.01 1.22 6.3YR 1.8 0.9

100 19.21 3.26 4.08 0.91 6.7YR 1.9 0.9

200 18.75 3.34 4.18 1.32 6.7YR 1.8 0.9

400 17.32 3.07 3.60 2.43 6.5YR 1.7 0.8

600 18.64 3.56 4.62 1.74 6.9YR 1.8 1.0

Mean 18.55 3.33 4.10 1.52 6.6YR 1.8 0.9

0 (Control) 18.89 2.58 2.89 0.00 6.0YR 1.8 0.7

Oil 1

50 17.34 2.71 2.75 1.56 5.6YR 1.7 0.7

100 17.10 2.82 3.07 1.81 6.1YR 1.7 0.7

200 18.43 3.04 3.60 0.96 6.4YR 1.8 0.8

400 16.30 2.74 3.17 2.61 6.6YR 1.6 0.7

600 19.14 3.21 4.06 1.35 6.7YR 1.9 0.9

Mean 17.66 2.90 3.33 1.66 6.3YR 1.7 0.8

0 (Control) 18.61 2.41 2.76 0.00 6.3YR 1.8 0.6

Oil 2

50 17.67 2.73 2.99 1.02 6.0YR 1.7 0.7

100 17.20 2.78 3.17 1.51 6.4YR 1.7 0.7

200 18.25 3.03 3.42 0.97 6.1YR 1.8 0.8

400 17.23 2.87 3.22 1.53 6.3YR 1.7 0.7

600 17.88 3.27 4.19 1.82 7.0YR 1.7 0.9

Mean 17.65 2.94 3.40 1.37 6.4YR 1.7 0.8

0 (Control) 18.84 2.33 2.61 0.00 6.1YR 1.8 0.6

Oil 3

50 17.84 2.56 2.74 1.03 5.9YR 1.7 0.6

100 17.23 2.61 2.66 1.64 5.6YR 1.7 0.6

200 17.18 2.62 2.99 1.73 6.4YR 1.7 0.7

400 17.16 2.50 2.72 1.70 6.0YR 1.7 0.6

600 17.82 2.81 3.65 1.53 7.2YR 1.7 0.8

Mean 17.45 2.62 2.95 1.53 6.2YR 1.7 0.7

Table 3. Change of hair color after UVB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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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600시간 조사한 결과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의 인

장강도가 가장 낮았으며(306.00 MPa, 314.47 MPa), 

가장 높은 것은 UVA를 조사한 Oil 3 처리 모발(513.53 

Mpa), 그 다음은 UVA를 조사한 Oil 2 처리 모발(468.30 

Mpa)이었다. UVB 조사의 경우 Oil 3 처리 모발(451.36 

MPa)의 인장강도가 가장 높았다.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모발에 대한 자외선 조사 모발의 인장강도 백

분율을 비교할 때 UVA, UVB 모두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의 인장강도 백분율(46.40%, 45.25%)이 가장 낮

아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의 인장강도가 더 많이 감소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모발 대비 자외선 조사 모발의 인장강도 백분율을 비

교할 때 전반적으로 UVB 조사 모발의 인장강도 백분

율이 UVA 조사 모발보다 낮아 모발의 인장강도는 

UVA보다는 UVB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

다.

UVA와 UVB 조사에 따른 헤어오일 미처리 및 처리 

모발의 신도와,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모발(0 hr)에 

대한 신도 백분율을 <Table 8>에 나타내었으며 <Fig. 

2>는 이를 그래프화한 것이다. UVA와 UVB를 600시

UV
Color
value

Treatment N Mean SD F p
Duncan
(p=.05)

UVA

L*

(a) Not treated 5 19.15 .72 

 4.524 .018 c,d,b<a
(b) Oil 1 5 18.29 .39 

(c) Oil 2 5 17.96 .44

(d) Oil 3 5 18.21 .56

a*

(a) Not treated 5  3.76 .55 

 9.395 .001 d<c,b<a
(b) Oil 1 5  3.15 .28

(c) Oil 2 5  3.11 .34

(d) Oil 3 5  2.54 .20

b*

(a) Not treated 5  4.65 .98

 8.380 .001 d<c,b<a
(b) Oil 1 5  3.75 .50 

(c) Oil 2 5  3.72 .52

(d) Oil 3 5  2.63 .39 

ΔE*

(a) Not treated 5  2.17 .94

 6.263 .005 b,d,c<a
(b) Oil 1 5  0.79 .50

(c) Oil 2 5  1.39 .25

(d) Oil 3 5  0.82 .40

H

(a) Not treated 5  6.44 .34 

 6.158 .006 d<a,b,c
(b) Oil 1 5  6.44 .29

(c) Oil 2 5  6.48 .13

(d) Oil 3 5  5.62 .59

V

(a) Not treated 5  1.88 .08

 5.095 .012 c,b,d<a
(b) Oil 1 5  1.78 .05 

(c) Oil 2 5  1.74 .06

(d) Oil 3 5  1.78 .05

C

(a) Not treated 5  1.08 .19

12.023 .000 d<c,b<a
(b) Oil 1 5  0.84 .09

(c) Oil 2 5  0.82 .11 

(d) Oil 3 5  0.62 .04

Table 4. Result of the analysis of variance and the Duncan's post-hoc analysis on the color of UVA irradiated 

hai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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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Color
value

Treatment N Mean SD F p
Duncan
(p=.05)

UVB

L*

(a) Not treated 5 18.55 .72

2.293 .117 d,c,b<c,b,a
(b) Oil 1 5 17.66 1.12

(c) Oil 2 5 17.65 .45

(d) Oil 3 5 17.45 .35 

a*

(a) Not treated 5  3.33 .18 

12.031 .000 d<b,c<a
(b) Oil 1 5  2.90 .21

(c) Oil 2 5  2.94 .22

(d) Oil 3 5  2.62 .12

b*

(a) Not treated 5  4.10 .37

5.851 .007 d,b,c<a
(b) Oil 1 5  3.33 .51

(c) Oil 2 5  3.40 .47 

(d) Oil 3 5  2.95 .41

ΔE*

(a) Not treated 5  1.52 .59

 .295 .828 c=a=d=b
(b) Oil 1 5  1.66 .62

(c) Oil 2 5  1.37 .36

(d) Oil 3 5  1.53 .29

H

(a) Not treated 5  6.62 .23

 .793 .516 d=b=c=a
(b) Oil 1 5  6.28 .44

(c) Oil 2 5  6.36 .39

(d) Oil 3 5  6.22 .62

V

(a) Not treated 5  1.80 .07

1.867 .176 d=c=b=a
(b) Oil 1 5  1.74 .11

(c) Oil 2 5  1.72 .05

(d) Oil 3 5  1.70 .00 

C

(a) Not treated 5  0.90 .07 

6.713 .004 d,b,c<a
(b) Oil 1 5  0.76 .09

(c) Oil 2 5  0.76 .09

(d) Oil 3 5  0.66 .09

Table 5. Result of the analysis of variance and the Duncan's post-hoc analysis on the color of UVB irradiated 

hair samples

Color value Treatment UV type N Mean SD t p

ΔE*

Not treated
UVA 5 2.17 .94

1.316 .225
UVB 5 1.52 .59

Oil 1
UVA 5 0.79 .50

‒2.447 .040
UVB 5 1.66 .62

Oil 2
UVA 5 1.39 .25

.102 .922
UVB 5 1.37 .36

Oil 3
UVA 5 0.82 .40

‒3.213 .012
UVB 5 1.53 .29

Table 6. Comparison of UVA and UVB irradiation effect on the ΔE* values of hair treated with hair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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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UVA and UVB irradiation on the tensile strength of hair. Error bar is based on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

UV Treatment Tensile strength
UVA irradiation

0 hr 200 hr 400 hr 600 hr

UVA

Not treated

Mean tenacity (MPa) 659.37 588.97 353.13 306.00

SD 110.10  45.70  17.36  18.37

Relative to 0 hr (%) 100.00  89.32  53.55  46.40

Oil 1

Mean tenacity (MPa) 648.77 493.07 452.53 421.47

SD  60.76  39.26  72.41  45.10

Relative to 0 hr (%) 100.00  76.00  69.75  64.96

Oil 2

Mean tenacity (MPa) 627.53 504.10 450.17 468.30

SD  80.09  86.30  74.85  31.30

Relative to 0 hr (%) 100.00  80.33  71.74  74.63

Oil 3

Mean tenacity (MPa) 582.57 568.43 523.93 513.53

SD  40.20  59.83  33.55 110.25

Relative to 0 hr (%) 100.00  97.57  89.94  88.15

UVB

Not treated

Mean tenacity (MPa) 694.93 486.23 339.70 314.47

SD  94.95  27.42  29.20  16.88

Relative to 0 hr (%) 100.00  69.97  48.88  45.25

Oil 1

Mean tenacity (MPa) 687.87 480.83 471.60 401.87

SD  86.71  37.44  55.58  52.87

Relative to 0 hr (%) 100.00  69.90  68.56  58.42

Oil 2

Mean tenacity (MPa) 612.50 586.80 472.30 413.43

SD 109.94 147.38  59.88  15.21

Relative to 0 hr (%) 100.00  95.80  77.11  67.50

Oil 3

Mean tenacity (MPa) 669.77 565.60 459.13 451.36

SD  94.00  57.08  59.13  85.19

Relative to 0 hr (%) 100.00  84.45  68.55  67.39

Table 7. Tensile strength of hair after UVA and UVB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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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Treatment Elongation
UVA Radiation

0 hr 200 hr 400 hr 600 hr

UVA

Not treated

Mean elongation (%) 49.33 41.00 38.33 38.33

SD 2.57 .87  7.64  3.40

Relative to 0 hr (%) 100.00 83.11 77.70 78.72

Oil 1

Mean elongation (%) 47.83 43.33 43.33 39.50

SD 2.57 3.25  5.17  8.26

Relative to 0 hr (%) 100.00 90.59 90.59 82.58

Oil 2

Mean elongation (%) 47.17 41.67 38.50 39.50

SD 1.15 7.64  5.00  3.61

Relative to 0 hr (%) 100.00 88.34 81.64 83.75

Oil 3

Mean elongation (%) 45.50 44.00 42.83 37.83

SD 4.27 4.27  5.13  4.04

Relative to 0 hr (%) 100.00 96.70 94.13 83.15

UVB

Not treated

Mean elongation (%) 44.83 40.67 39.50 32.83

SD 2.89 2.57  5.77  1.15

Relative to 0 hr (%) 100.00 90.70 88.11 73.23

Oil 1

Mean elongation (%) 45.68 42.67 37.17 37.67

SD 2.57 2.02 12.51  3.40

Relative to 0 hr (%) 100.00 93.43 81.38 82.48

Oil 2

Mean elongation (%) 43.33 42.83 42.67 39.50

SD 1.76 1.15  3.40  5.07

Relative to 0 hr (%) 100.00 98.85 98.45 91.16

Oil 3

Mean elongation (%) 43.33 40.57 42.33 35.00

SD 1.76  5.87  6.64  0.00

Relative to 0 hr (%) 100.00 93.61 97.69 80.77

Table 8. Elongation of hair after UVA and UVB irradiation

Fig. 2. Comparison of UVA and UVB irradiation on the elongation of hair. Error bar is based on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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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조사한 결과 헤어오일을 처리하지 않은 모발의 신

도 백분율이 가장 낮았으나(78.72%, 73.23%) 감소폭

은 인장강도에 비해 적었다. 전반적으로 자외선 조

사에 의한 신도의 감소율은 인장강도 감소율에 비해 

적었다(Fig. 2).

<Table 9>는 헤어오일 처리 집단 간 자외선 조사에 

따른 인장강도와 신도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

하기 위해 자외선을 조사(200 hr, 400 hr, 600 hr)한 모

발의 인장강도와 신도에 대해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인장강도는 헤어오일 처리 집단 간 UVA

(p=.047)와 UVB(p=.029) 조사에 의해 모두 유의한 차이

가 확인되었다.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α= 

.05) UVA의 경우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과 Oil 3으로 

처리한 모발이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평균 

인장강도로 볼 때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416.03 Mpa)

은 UVA 조사에 의해 Oil 3으로 처리한 모발(535.30 

Mpa)보다 인장강도가 유의하게 낮아진 것이 확인되

었다. UVB의 경우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과 Oil 2 및 

Oil 3으로 처리한 모발이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

었다. 평균 인장강도로 볼 때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

(380.13 MPa)은 Oil 2(490.84 MPa)와 Oil 3(492.03 

MPa)으로 처리한 모발보다 UVB 조사에 의해 인장강

도가 더 유의하게 낮아진 것이 확인되었다. 신도의 경

우 헤어오일 처리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장강도에 있어서 UVA 조사와 UVB 조사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헤어오일 처리 집단

의 UVA와 UVB 결과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다(Table 10). 검정 결과 헤어오일 처리 집단별

로 UVA와 UVB 조사에 의한 인장강도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모발의 표면형태 변화

<Table 11>은 헤어오일 처리나 자외선 조사를 하지 

않은 버진헤어의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

한 것이다. 표면에 겹겹이 덮여 있는 큐티클 세포가 

비늘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이며 비늘구조의 큐

티클 가장자리가 모발 표면에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12>는 헤어오일 3종을 처리한 모발과 미처

리 모발에 UVA를 600시간 조사한 후 모발의 표면을 

관찰한 것이다.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은 큐티클 끝

Property UV Treatment N Mean SD F p
Duncan
(p=.05)

Tensile
strength
(MPa)

UVA

(a) Not treated 9 416.03 133.87

2.958 .047 a,b,c<b.c.d
(b) Oil 1 9 455.69  56.32

(c) Oil 2 9 474.19  63.82

(d) Oil 3 9 535.30  69.66

UVB

(a) Not treated 9 380.13  83.21

3.431 .029 a,b<b,c,d
(b) Oil 1 9 451.43  56.74

(c) Oil 2 9 490.84 110.52

(d) Oil 3 9 492.03  80.99

Elongation
(%)

UVA

(a) Not treated 9  39.39   4.38

.585 .629 a=b=c=d
(b) Oil 1 9  42.06   5.74

(c) Oil 2 9  39.89   5.10

(d) Oil 3 9  41.56   4.83

UVB

(a) Not treated 9  37.67   4.87

.843 .480 a=b=c=d
(b) Oil 1 9  39.17   7.07

(c) Oil 2 9  41.67   3.51

(d) Oil 3 9  39.30   5.53

Table 9. Result of the analysis of variance and the Duncan's post-hoc analysis on the tensile strength and elon-

gation of hair after 200 to 600 hours of UV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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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얇아져 다소 투명해 보이며 표면으로부터 들떠 있

고 흘러내리는 것 같은 모습을 띄고 있다(Table 12(a)). 

또한, 큐티클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구멍이 나 있어

<Table 12(b)> 세정제나 모발화장품 등이 코르텍스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반면, 헤

어오일을 처리한 모발은 큐티클 손상이 적게 관찰되

었는데 Oil 1로 처리한 모발은 표면이 Oil로 덮여 코

팅된 현상을 보이며<Table 12(c)>–<Table 12(d)> Oil 2

와 Oil 3으로 처리한 모발은 큐티클의 비늘구조가 비

교적 잘 유지되고 끝이 모발에 밀착되어 있다(Table 

12(e))–(Table 12(h)).

<Table 13>은 헤어오일 3종을 처리한 모발과 미처

리 모발에 UVB를 600시간 조사한 후 모발의 표면을 

관찰한 것이다. UVB를 조사한 모발은 UVA를 조사한 

모발에 비해 많은 손상이 관찰되었다. 헤어오일 미처

리 모발은 큐티클이 마모되었거나 흘러내린 것 같은 

모습을 띄었으며<Table 13(a)> 큐티클이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큐티클의 끝이 심하게 들 떠 있었다(Table 

13(b)). 큐티클 손상은 헤어오일을 처리한 모발에서

도 관찰되었으나 손상 정도가 미처리 모발에 비해 적

어 보였다. 헤어오일 처리 모발 중에서는 Oil 1로 처리

한 모발의 큐티클 손상이 가장 심했으며<Table13(c)>

–<Table 13(d)> Oil 2로 처리한 모발은 손상이 거의 관

찰되지 않았다(Table13(e))–(Table 13(f)). Oil 3으로 처

리한 모발은 Oil 2로 처리한 모발에 비해 큐티클 끝이 

얇아졌고 미세하게 들떠 있었으나 Oil 1로 처리한 모

발이나 미처리 모발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하였다(Ta-

ble13(g))‒(Table 13(h)).

4. 헤어오일 특성과 실험 결과 비교

실험에 사용된 헤어오일의 특성과 실험 결과를 비

Property Treatment UV type N Mean SD t p

Tenacity

Not
treated

UVA 9 416.03 133.87
 .683 .504

UVB 9 380.13  83.21

Oil 1
UVA 9 455.69  56.32

 .160 .875
UVB 9 451.43  56.74

Oil 2
UVA 9 474.19  63.82

 .392 .701
UVB 9 490.84 110.52

Oil 3
UVA 9 535.30  69.66

1.215 .242
UVB 9 492.03  80.99

Table 10. Comparison of the effect of 200 to 400 hours of UVA and UVB irradiation on the tensile strength of 

hair treated with hair oils

Virgin hair (0 hr)

Not treated

Table 11. Surface of virgin hair (no hair oil treatment, no UV irradiation)



자외선 보호성분이 포함된 헤어오일의 자외선에 대한 모발 보호성능 연구

– 1217 –

Treatment UVA irradiation (600 hr)

Not treated

(a) (b)

Oil 1

(c) (d)

Oil 2

(e) (f)

Oil 3

(g) (h)

Table 12. Surface of hair oil treated hair after 600 hours of UVA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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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UVB irradiation (600 hr)

Not treated

(a) (b)

Oil 1

(c) (d)

Oil 2

(e) (f)

Oil 3

(g) (h)

Table 13. Surface of hair oil treated hair after 600 hours of UVB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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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기 위해 3종 헤어오일의 성분에 대해 문헌조사하

였다. 각 성분의 함량은 헤어오일 제조사로부터 제공

되지 않았으므로 성분 함량에 따른 차이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문헌상에 나타난 자외선 차단성분의 함량 

예는 다음과 같았다. Djerassi and Marks(2002)는 자외

선 차단 헤어제품의 개발 특허에 있어서 UVA 차단

제는 헤어제품 무게의 0.01~2.5%, UVB 차단제는 헤

어제품 무게의 0.01~10.0% 처방을 제안하였다. Mon-

tenegro and Santagati(2019)는 식물성 오일을 주재료

로 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 연구에 있어서 에칠헥실메

톡시신나메이트는 제품 무게의 9~10%, 부틸메톡시

디벤조일메탄(Butyl methoxydibenzoylmethane)은 3~

5%,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은 

제품 무게의 5.0~7.0%를 혼합하였다. Han et al.(2007)

은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가 함유된 모발화장품

의 모발 보호효과를 조사함에 있어서 Han et al.(2007)

은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의 함량을 1.5%로 하

였으며 Cho(2010)는 1.0~3.0%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세 가지 헤어오일 모두 자외선 차

단제로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를 공통적으로 갖

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Oil 2는 비스-에칠헥실옥시페

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을, Oil 3은 부틸메톡시디벤조

일메탄을 갖고 있었다. 또한, 세 가지 헤어오일 모두 

아르간트리커넬오일(Argan tree kernel oil), 동백오일

(Camellia oil) 등의 천연 식물성 오일 성분을 갖고 있

으며 특히 Oil 3은 그 외에도 앙고리씨오일(Balanites 

roxburghii seed oil), 마카다미아씨오일(Macadamia se-

ed oil), 브라질넛씨오일(Brazil nut seed oil), 스위트아

몬드오일(Sweet almond oil), 아보카도오일(Avocado 

oil), 올리브오일(Olive oil) 등의 식물성 오일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위 성분들의 주요한 자외선 보호특

성과 3종 헤어오일에 함유된 여부를 <Table 14>에 나

타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와 같은 합성의 유기질 차단제는 자외선을 흡수함으

로써 자외선 차단효과를 나타낸다(“Ethylhexyl me-

Ingredient Key functions References Oil 1 Oil 2 Oil 3

Ethylhexyl methoxycinnamate absorbs UVB (310 nm) “Ethylhexyl methoxycinnamate” (n.d.) √ √ √

Bis-ethylhexyloxyphenol
methoxyphenyltriazine

absorbs UVA (345 nm),
UVB (310 nm)

“Bis-ethylhexyloxyphenol 
methoxyphenyl triazine” (n.d.)

√

Butyl methoxydibenzoylmethane absorbs UVA (357 nm) “Avobenzone” (2020) √

Butylated hydroxytoluene
Antioxidant,
absorbs UVB (280 nm)

Black and Mathews-Roth (1991)
“Butylated hydroxytoluene” (2020)

√

Argan tree kernel oil
Lubricant,
Antioxidant

“Argan oil” (2020)
Belcadi-Haloui et al. (2008)

√ √

Camellia oil
Lubricant,
Antioxidant 

“Camellia oil” (n.d.) √ √

Avocado oil
Lubricant,
Moisturizer

“Avocado oil” (2020) √

Olive oil
Antioxidant,
Moisturizer

“Olive oil” (2020) √

Angori seed oil
(Balanites roxburghii seed oil)

Antioxidant,
Antimicrobial

“Balanites roxburghii seed oil” (n.d.) √

Bertholletia excelsa seed oil
(Brazil nut seed oil)

Moisturizer, 
Antioxidant

“Bertholletia excelsa seed oil” (n.d.) √

Sweet almond oil Antioxidant “Hydrogenated sweet almond oil” (n.d.) √

Macadamia seed oil
(Macadamia ternifolia seed oil)

Moisturizing,
Antioxidant

“Macadamia ternifolia seed oil” (n.d.) √

Aspergillus/Camellia Japonica
seed ferment extract filtrate

Conditioning Korea Cosmetics Association (n.d.) √  

Table 14. Major UV protective functions of the ingredients in the hair oil products us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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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xycinnamate”, n.d). 차단제마다 최대흡수를 나타내

는 파장 영역이 다른데, 최대흡광파장(λmax)이 UVA 영

역에서 일어나면 UVA에 대한 차단성능을, UVB 영

역에서 일어나면 UVB에 대한 차단성능을 나타낸다

(Cefali et al., 2016). 따라서, 최대흡광파장이 310 nm

인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는 UVB에 대한 차단

성능을, 최대흡광파장이 357 nm인 부틸메톡시디벤조

일메탄은 UVA에 대한 차단성능을 지닌다(“Avoben-

zone”, 2020). 최대흡광파장이 310 nm와 345 nm인 비

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은 UVB와 

UVA 영역 모두에 대한 차단성능을 갖는 브로드 스펙

트럼(Broad-spectrum) 자외선 차단성분이다(“Bis-ethyl-

hexyloxyphenol methoxyphenyl triazine”, n.d.; “Ethyl-

hexyl methoxycinnamate”, n.d.). 따라서 실험에 사용된 

헤어오일 중 Oil 1은 UVB 차단제만 함유하고 있으며, 

Oil 2는 UVB 차단제와 브로드밴드 차단제를, Oil 3은 

UVB 차단제와 UVA 차단제를 함유하고 있다(Table 

14).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나 모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는 피부나 모발화장품에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제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차단제 성분이 장시간 자외선 조

사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안정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Chatelain & Gabard, 2001). Chatelain and Gabard

(2001)는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와 비스-에칠헥실

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을 혼합한 자외선 차단

제, 그리고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와 비스-에칠

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을 혼합한 자외선 

차단제의 자외선에 대한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제

논 아크(Xenon-arc) UV light을 장시간 조사한 결과 비

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을 혼합하

면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혹은 에칠헥실메톡시신

나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광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즉, 브로드 스펙트럼 자외선 차단

제인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은 

UVB 차단제인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UVA 차

단제인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이 자외선에 의해 분

해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차단효과를 나타내도록 

도와준다(Chatelain & Gabard, 2001).

본 연구에서는 UVB 조사에 의해 모발의 큐티클층

이 심하게 손상되며 Oil 2로 처리했을 때 600시간의 

자외선 조사에 의해서도 큐티클 보호가 가장 잘 된 것

을 확인하였다(Table 13). Oil 2에는 에칠헥실메톡시신

나메이트와 함께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

트리아진이 들어 있으며 선행연구에 따라 Oil 2에 함

유된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은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의 광분해를 방지하고 장

시간의 자외선 차단효과를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예

상된다(Table 14). 따라서, Oil 2의 자외선 보호효과는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와 함께 비스-에칠헥실옥

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이 혼합된 데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합성 차단제 외에도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 오일 

또한 피부나 모발에 대한 자외선 보호성능을 지닌다

(Cefali et al., 2016). 식물 오일의 자외선 보호성능은 

오일에 함유된 성분들이 지니는 항산화(Antioxidant)

성에서 비롯된다(Cefali et al., 2016). 실험에 사용된 

헤어오일 중 Oil 2는 두 종류의 식물성 오일을 함유하

고 있으며, 특히 Oil 3에는 여덟 종류에 달하는 식물성 

오일이 들어 있다(Table 14). 식물성 오일은 올레산(Ol-

eic acid), 리놀레산(Linoleic acid) 등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개의 경우 비

타민 E(Tocopherol)도 함유한다(Hu & Yang, 2018). Hu 

and Yang(2018)은 동백오일의 경우 올레산을 주성분

(77.02~84.33%)으로 하여 리놀레산(5.19~11.23%)을 비

롯하여 일곱 종류 이상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 E, 그 중에서도 항산화성이 우수한 α-Tocophe-

rol을 33.989~67.82 mg/100g 함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Charrouf and Guillaume(2008)은 아르간트리커넬오일

에 올레산 43~49%, 리놀레산 29~36%를 비롯하여 9종 

이상의 지방산이 들어있고 비타민 E 함량은 900 mg/

kg으로 주로 γ-tocopherol이며 소량의 α-tocopherol이 

있다고 하였다.

지방산은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 중 올레산

의 항산화 기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타민 E의 우수한 항산화 기능도 널리 알려져 있다

(Cefali et al., 2016). 피부나 모발의 세포가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면 활성산소(Reactive oxygen) 등 인체에 

해로운 분자들이 생성된다(Cefali et al., 2016). 항산화 

기능을 지닌 물질들에 자외선이 조사되면 에너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에너지는 활성산소 등을 흡수하여 

신체를 보호한다(Cefali et al., 2016). 지방산과 비타민 

E 등은 이와 같은 항산화 기능을 통해 피부나 모발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한다. 따라서 Oil 2와 Oil 3은 지

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한 식물성 오일을 배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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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제품의 자외선 차단효과를 더 높인 것으로 보인

다(Table 14).

Oil 2는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와 비스-에칠헥

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외에 부틸레이티드

히드록시톨루엔(Butylated hydroxytoluene)도 함유하

고 있다(Table 14).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톨루엔은 

페놀 화합물로서 천연물로부터 추출 또는 합성에 의

해 얻어지며 우수한 항산화성을 갖는다(Black & Ma-

thews-Roth, 1991; “Butylated hydroxytoluene”, 2020; 

U.S. Secretary of Commerce on behalf of the United Sta-

tes of America, 2018).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톨루엔은 

최대흡광이 280 nm에서 이루어져 UVB에 대한 차단

기능이 있다(Black & Mathews-Roth, 1991; “Butylated 

hydroxytoluene”, 2020; U.S. Secretary of Commerce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8).

이상의 문헌고찰을 고려할 때 Oil 2는 에칠헥실메

톡시신나메이트와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

닐트리아진,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톨루엔, 그리고 

동백오일을 함유하여 모발에 대해 우수한 자외선 차

단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Table 12). Oil 3

은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와 부틸메톡시디벤조

일메탄, 그리고 다수의 식물성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데 식물성 오일의 첨가로 유기질 차단제의 자외선 차

단효과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천연 제품에 대한 소비

자 니즈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Montenegro & Santa-

gati, 2019). 본 실험의 결과 Oil 2와 Oil 3은 자외선에 의

한 모발 보호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Oil 1

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졌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품에 함유된 자외선 보호성분 각각의 특성과 성분

의 조합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보호성분이 함유된 모발화장

품의 자외선에 대한 모발 보호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세 종류의 시판 헤어오일을 모발에 처리하고 UVA와 

UVB 조사에 의한 모발의 색과 강신도, 표면형태 변화

를 조사하였다. 실험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UVA와 UVB 조사에 의해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

과 3종의 헤어오일로 처리한 모발 간에 유의한 색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UVA와 UVB 조사 후 헤어오일

로 처리한 모발은 미처리 모발보다 색이 더 어둡고 붉

은기운, 노란기운이 감소하였으며 채도도 낮아졌다.

2. 자외선 조사 후의 모발의 색이 자외선 종류에 따

라 다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

과 Oil 2로 처리한 모발은 UVA와 UVB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Oil 1과 Oil 3으

로 처리한 모발은 UVA와 UVB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Oil 1과 Oil 3으로 처리한 모발은 UVA보다 

UVB에 의한 색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3. 인장강도와 신도에 있어서는 UVA와 UVB 조사

에 의해 4종의 처리 모발 간에 인장강도가 유의하게 

달랐으며 신도는 차이가 없었다. 즉, UVA 조사에 의

해서는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이 Oil 3으로 처리한 모

발보다 인장강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UVB 조사에 

의해서는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이 Oil 2와 Oil 3으로 

처리한 모발보다 인장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각 처

리 집단 내에서 UVA와 UVB에 의한 인장강도의 차이

는 없었다.

4. 모발의 표면은 UVA보다는 UVB에 의해 더 많

이 손상되었다. 헤어오일을 처리한 모발은 미처리 

모발보다 표면 손상이 두드러지게 적었으며 UVA의 

경우 Oil 2와 Oil 3이, UVB의 경우 Oil 2가 모발의 표

면을 잘 보호하였다.

5. 종합적으로,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와 비스-

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동백오일을 

함유한 Oil 2와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와 부틸

메톡시디벤조일메탄, 다수의 식물성 오일을 함유한 

Oil 3이 자외선에 대해 우수한 모발 보호효과를 나타

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세 가지 헤어오일 중 두 종류가 자

외선에 대한 우수한 모발 보호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품에 함유된 자외선 보호성분 각

각의 특성과 성분의 조합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과 헤어오일 처리 모발 간에 

UVA와 UVB 조사에 의한 색과 인장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자외선 보호성분이 함유된 모발제품을 사용해

야 한다. 또한, 헤어오일 미처리 모발의 경우 UVA와 

UVB 간에 차이가 없이 모두 손상요인이 되는 것을 볼 

때 모발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UVA

와 UVB 차단제를 모두 포함하는 모발화장품이 효과

적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모발화장품에 함유되는 자

외선 차단제 성분의 광안정성을 위해서는 에칠헥실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6, 2020

– 1222 –

메톡시신나메이트와 함께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

톡시페닐트리아진을 사용하는 등 광안정성에 적합

한 성분의 조합도 중요하다. 다양한 식물성 오일은 자

외선을 직접 흡수함으로서 차단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우수한 항산화 기능으로 인해 자외선으로부

터 모발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아르간트리커넬오일

이나 동백오일 등과 같이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

한 식물성 오일이 함유된 모발 화장품도 자외선 차단

에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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