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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유화안정제 중 하나인 cetyl alcohol 함량에 따른 천연 염모제 헤나의 유화 안정
성을 분석하고 가장 안정한 유화를 나타내는 cetyl alcohol 함량을 확인하였다. 유화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
해 cetyl alcohol의 함량에 따른 입자 크기, 입자 형태, 점도 및 염색 후 색상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Dynamic light scattering (DLS) zeta 분석 결과, cetyl alcohol 3 % 가 zeta potential 값이 115.9 mV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입자크기분포는 cetyl alcohol의 함량이 3 %인 크림 제형 염모제가 증류수에 분
산된 헤나와 비교해 입도분포의 폭이 좁았다. 점도계 분석 결과 cetyl alcohol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점도가 
증가하였고,  크림 제형의 헤나 pH 측정 결과 두피에 적합한 pH 범위로 측정되었다. 또한 헤나 크림 제형 
염모제에서는 cetyl alcohol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화 안정성이 증가하였다.

주제어 : 염모제, 안정성, 크림 제형, 세틸알콜, 헤나

  Abstract : In this study, the emulsion stability of henna, a natural hair dye, according to the content 
of cetyl alcohol, one of the emulsification stabilizers, was analyzed, and the content of cetyl alcohol 
showing the most stable emulsification was confirmed. To analyze the emulsion stability, differences in 
particle size, particle shape, viscosity, and color after dyeing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content 
of cetyl alcohol. As a result of dynamic light scattering (DLS) zeta analysis, cetyl alcohol 3% showed 
the highest zeta potential value of 115.9 mV, and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was henna in which a 
cream-type hair dye containing 3% cetyl alcohol was dispersed in distilled water. The width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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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size distribution was narrow compared to. As a result of viscometer analysis, the viscosity 
increased as the content of cetyl alcohol increase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henna pH of the 
cream formulation, it was measured in a pH range suitable for the scalp. As a result, emulsion 
stability increases as the content of cetyl alcohol increases in henna cream formulations for hair dye.

Keywords : Hair dye, Stability, Cream formulation, Cetyl alcohol, Henna

1. 서 론
  
  현재 다수의 크림 제형 염모제는 많은 화학 성
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및 두피 자극을 
느낄 수 있다[1]. 때문에 대안으로 천연 헤나 가
루 염모제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2,3]. 헤
나 가루는 열대성 관목인 로소니아 이너미스
(lawsonia inermis)의 잎을 따서 말려 가루로 만
든 입자이다[4]. 헤나 가루의 색상은 녹갈색이며, 
헤나 가루는 모발 염색이나 문신 등에 사용된다
[5]. 일반적으로 헤나 가루는 물에 개어서 사용하
지만, 천연 헤나 염모제는 가루를 물에 개는 과
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물에 갠 헤나를 장시간 방치할 경우, 
헤나 파우더 내용물의 분리가 발생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한다. 또한 빛에 쉽게 산화되
어 염색 기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 염모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6]. 이러한 
한계점과 화학 염모제의 발전으로 천연 염모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최근 현대인들의 걱정거리
인 탈모나 화학물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천연 및 인체안전에 대
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7].
  헤나 잎에 존재하는 로소니아 성분이 염색에 
관여하는데, 적갈색으로 염색되며 염색 효과는 약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 헤나를 두피에 도포할 경
우, 두피열을 내려주고 모공을 열어 노폐물을 흡
착, 배출하여 준다. 헤나는 허브 잎을 활용한 천
연 제품이며 두피에는 영양공급, 모발에는 윤기와 
탄력을 제공하고 비듬 및 염증 완화 기능을 한다
[8]. 또한 헤나의 원료인 로소니아 이너미스는 허
브의 한 종류로 항산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현
대인들의 많은 고민인 탈모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9].
  천연 염모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염색 효과에 있다. 그 중 점도는 두피에 영향을 
주고 머리카락의 염색 효과에 중요한 부분이다. 

점도가 낮은 염모제인 경우, 머리에 도포하였을 
때 쉽게 흘러내려 머리카락 전체에 골고루 염색
이 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헤나의 효능을 나
타내지 못하며, 흘러내리는 염모제가 주위를 오염
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염모제의 기능
이 떨어지고 염색 효과가 감소하는 한계점이 발
생한다.
  이를 개선하고 헤나를 점도가 높은 크림 제형
으로 제조하기 위해 유화안정제를 첨가하였다. 유
화안정제는 수상층과 유상층을 혼합하여 안정한 
에멀젼 상태로 지속시켜주는 첨가제이다[10]. 그
러나, 에멀젼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상분리가 일어난다면 염색효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화안정
제를 첨가하여 점도를 조정하면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11].
  본 연구에서는 유화안정제 중 하나인 cetyl 
alcohol을 사용하여 cetyl alcohol의 함량에 따른 
변화 그리고 제조한 헤나 천연 염모제의 시간 경
과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염모제에 적합한 함
량을 도출하였다. 또한, DLS-zeta potential 분석
을 통해 입자의 크기 및 분산의 안정성을 측정하
다. Colorimeter를 사용하여 유화안정제인 cetyl 
alcohol의 함량에 따른 염색 효과를 분석하였다
[12]. 추가적으로 cetyl alcohol의 함량에 따른 점
도를 확인하여 염모제로서의 기능이 개선되었는
지 살펴보았다[13].

2. 실 험

2.1.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에코 네추럴 헤나 파우더
는 Sawan & Darshan intermatinal (india) 사의 
제품(MENDI)을 사용하였고 poly sorbate 80, 
glycerin은 (주) SDBNI (Hwaseong, Korea)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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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yl alcohol (%) D.W* Glycerin Lecithin Poly sorbate

0.575 g (1 %) 11.725 g 5 g 0.5 g 4.5 g

1.15 g (2 %) 11.15 g 5 g 0.5 g 4.5 g

1.725 g (3 %) 10.575 g 5 g 0.5 g 4.5 g

2.3 g (4 %) 10 g 5 g 0.5 g 4.5 g

*D.W: distilled water

Table 1. Oil Phase Components Ratio

을 사용하였다. Lecithin (from soy bean)은 TCI 
(Tokyo, Japan) 사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cetyl 
alcohol은 Herbtherapy (Ansan, Korea) 사의 제
품을 사용하였다.

2.2. Henna powder 정제

  천연 염색약의 핵심적인 재료인 헤나 파우더는 
열대성 관목인 로소니아 이너미스(Lawsonia 
inermis)의 잎을 따서 건조하여 파우더로 만든 입
자이기 때문에 가루화 공정에서, 식물의 잎뿐만이 
아닌 줄기, 잎에 묻어 있던 불순물이 혼합되어 
파우더화된다. 또한 헤나 가루 입자의 크기는 불
균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sieve (75 μm)를 
사용하여 헤나 파우더를 여과하여 불균일한 입자
를 제거하였다.

2.3. Cetyl alcohol을 이용한 천연 크림 제형 

염모제의 제조

  크림 제형의 염모제를 제조하기 위해 유화안정
제인 Cetyl alcohol을 첨가하여 emulsion을 제조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상층 및 수상층을 구성
하는 성분을 o/w emulsion 제형 염모제의 기본 
크림 제형을 확립하였다.[14] 크림 제형 염모제의 
유화안정제인 cetyl alcohol과 poly sorbate 80, 
lecithin 및 glycerine 을 이용하여 크림 제형을 
제조하였다(Table 1).
  유상층은 정제된 henna powder를 Table 1과 
같이, cetyl alcohol을 1~4 %의 함량에 따라 유
상층을 제조한다. Cetyl alcohol, lecithin, 
polysorbate 80를 homomixer로 혼합 후 350 
rpm, 80 ℃에서 1 h 교반하였다.
  수상층은 증류수 30 g와 헤나 파우더(MENDI) 
5 g을 혼합 후, homomixer로 700 rpm, 1 h 교
반하였다. 최종적으로 유상층과 수상층을 혼합하
여 700 rpm, 1 h 교반하였다.

2.4. Cetyl alcohol 함량에 따른 안정성 확인

  본 연구에서는 cetyl alcohol의 함량이 증가함
에 따라 최적의 유화 안정성과 염모제에 적합한 
점도, 분산도, 염색 효과 및 헤어 제품에 적합한 
pH 인지 확인하였다.
  Cetly alcohol을 함유한 크림 제형 염모제는 전
체 중량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증가한 cetyl 
alcohol의 양만큼 D.W의 양을 감량하였다. 첨가
되는 유상층의 cetyl alcohol 비율은 0~4 %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제조한 수상층과 혼합하여 
크림 제형을 제조하였다.

2.5. DLS(Dynamic light scattering) 분석

  Henna와 증류수의 비율은 0.05 g/14 ml로 설
정하였으며 30 s, 3회 반복 측정하여 DLS 
(nanotrack wave Ⅱ, Microtrac, USA) 결과를 
얻었다.

2.6. 점도 분석

  Cetyl alcohol을 함유한 sample의 점도를 확인
하기 위해 2주간의 점도를 LVDV-E Viscometer 
(BROOKFIILD, USA) 점도계를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Viscometer를 이용하였으며 6.0 rpm
과 60 rpm에서 sample의 점도를 측정하였다. 
Cetyl alcohol이 함유된 sample은 시간이 경과할
수록 점도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로 인해 처음과 5 min 후의 점도를 각각 측정하
여 비교하였다.

2.7. pH 분석

  Starter 2100 pH meter (OUHAS, USA)를 이
용하여 pH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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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pH
Hanna + D.W 4.84

Cetyl alcohol 1 % 4.28
Cetyl alcohol 2 % 4.45
Cetyl alcohol 3 % 4.36
Cetyl alcohol 4 % 4.42

Sample Zeta potential
Hanna +D.W 18.7 mV

Cetyl alcohol 1 % 39.3 mV
Cetyl alcohol 2 % 53.2 mV
Cetyl alcohol 3 % 115.9 mV
Cetyl alcohol 4 % 44.2 mV

2.8. Colorimeter 분석

  KONICA MINOLTA CR-400으로 측정하였
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염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크림 염모제를 제조한 당일 인모에 5 g씩 
도포하여 1 h 동안 상온에서 염색한 후 샴푸로 
헹구었다. 염색한 인모를 sample 제조 당일부터 
2주간 colorimeter를 이용하여 색상의 변화를 측
정하였다. 또한 인모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5
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얻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Cetyl alcohol의 함량에 따른 입도 분포와 

zeta potential

  헤나에 cetyl alcohol을 0∼4 %로 첨가하여 제
조한 염모제 샘플 0.05 g을 증류수 14 ml에 희
석시켜 particle size와 zeta potential을 측정하였
다(Figure 1). 기존 헤나 가루 보다 헤나 가루를 
정제하여 크림 제형 염모제로 만든 cetyl alcohol 
2 %와 3 %는 입도 분포가 균일하였고, 입자크
기분포가 작아 분산도가 높아졌으며[15], 크림 제
형의 zeta potential 값이 ±30 이상으로 기존 헤
나에 증류수를 첨가한 (a) 용액 보다 안정성이 
높아졌다[16]. 특히, 3 %의 cetyl alcohol에서 
zeta potential이 115.9mV로 안정성이 가장 높았
다(Table 2).

Fig. 1.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the 
produced henna hair dye. Particle size 
distribution according to cetyl alcohol 
contents. (a) Henna + D.W , (b) 1 
%, (c) 2 %, (d) 3 %, (e) 4 %.

 

Table 2. Zeta Potential According to Cetyl 
Alcohol Contents

3.2. pH 분석

  정상 두피의 pH는 약산성으로 약 4.0∼6.0의 범
위이다. 따라서 두피의 pH 밸런스를 맞춘 pH 
4.0~6.0 정도의 헤어 제품이 두피의 피지 막을 건
강한 상태로 유지하며, 머릿결의 재생력을 높여준
다[17]. 일반 샴푸는 pH가 대략 6.0∼6.5 정도로 
건성 두피나 지루성 두피에는 자극을 줄 수 있고 비
듬과 두피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18]. Table 3은 
cetyl alcohol의 함량에 따라 제조한 헤나 크림 제
형 염모제의 pH이다. 헤나 염모제는 약산성을 띠
었으며, cetyl alcohol의 함량이 변하여도 기존의 
헤나를 물에 개어 사용하는 염모제와의 pH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Cetyl alcohol을 
첨가한 헤나 염모제의 pH는 4.0∼6.0 사이로 두피 
건강에 적절한 pH 범위이다.

Table 3. Change in pH Depending on the 
Content of Cetyl Alcohol

3.3. 점도(Viscosity) 분석

  Table 4에서 기존의 헤나 파우더를 물에 개는 방
법의 염모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점도가 급격히 감
소하였다. 그러나, cetyl alcohol을 첨가한 크림 제
형 염모제는 같은 조건에서 점도 변화가 크지 않았
다. Cetyl alcohol을 첨가한 sample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점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cetyl 
alcohol은 헤나 염모제의 점도 유지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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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iscosity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Ratio of Cetyl Alcohol.

6.0 rpm 60 rpm
First After 5 min First After 5 min

Henna + D.W 50,190 47,190 - -
Cetyl alcohol 1% 9,200 9,100 2,359 2,060
Cetyl alcohol 2% 22,600 18,400 5,239 4,339
Cetyl alcohol 3% 16,000 14,500 3,779 3,189
Cetyl alcohol 4% 18,700 16,300 4,699 3,749

Fig. 2. Human hair dyed with a hair dye manufactur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Cetyl alcohol.

결과적으로 Henna + D.W에 비해 cetyl alcohol을 
첨가한 sample이 점도가 천천히 낮아져 점도 변화
가 상대적으로 적었다[19].

3.4. Colorimeter 분석

  제조한 샘플을 인모에 염색한 후 colorimeter를 
이용하여 L*, a*, b*값을 측정하였다[20]. L*, a*, 
b*값은 각각 light, red, yellow의 색상의 정도를 보
여주는 척도이며, 그의 값이 낮을수록 각 색상의 보
색을 띤다. 염색한 인모를 5 piece로 나누어 시간 
경과에 따른 색상 변화를 측정하고, 측정한 5  
piece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인모를 측정한 base

는 A4 흰색 용지로 모두 같은 종이로 base를 설정
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른 염색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해 샘플 제조 당일부터 2주간 colorimeter를 이용
하여 색상 변화를 확인하였다.
  Cetyl alcohol의 함량에 따른 색상 변화는 4 
%의 cetyl alcohol 이 기존의 henna + D.W와 
가장 유사한 값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cetyl 
alcohol의 함량에 따른 모발의 색상 변화는 크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헤나 파우더를 물에 개는 
방법의 염모제는 시간 경과에 따라 빠른 속도로 
L*, a*, b* 값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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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화안정제인 cetyl alcohol 함
량에 따른 크림 제형 헤나 염모제 에멀젼의 유화 
안정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Cetyl alcohol
이 첨가된 크림 제형 염모제는 DLS-zeta 
potential 분석 결과, 대부분 zeta potential 값이 
안정한 값을 나타냈으며, particle size는 cetyl 
alcohol 3 % 첨가된 크림 제형 염모제가 가장 
입도분포 폭이 좁은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기존에 
사용되는 헤나 파우더를 물에 갠 샘플을 제외한 
cetyl alcohol을 첨가한 크림 제형 염모제는 시간
이 경과하여도 점도의 변화량이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 안정적인 점도를 유지하였다. 또한 cetyl 
alcohol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시간 경과에 따른 
점도 변화가 안정적이었다. Colorimeter 분석 결
과, 기존의 헤나 파우더를 물에 갠 sample을 사
용할 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모 색상에 큰 
차이를 보였지만, cetyl alcohol을 첨가한 sample
은 색상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pH 분석 결과에
서도 pH가 약산성을 나타내어 두피 건강에 적당
한 pH 변화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cetyl 
alcohol 함량이 3%에서 유화 안정성이 가장 안
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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