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바깥 활

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뷰티 산업에도 홈케어 셀프 뷰티

가 활성화 되고 있다. 2021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살

펴보면 “홈트”, “레이어드홈”과 같은 집을 중심으로 소

비하고 시간을 보내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실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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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홈케어 헤어트리트먼트 특성 및 사용 빈도에 따라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시 모발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시중에 유통되는 헤어트리트먼트를 양이온계면활성제, 실리콘 오일로 구분하였다. 사

용빈도에 따라 제품별 5회, 10회, 20회 다르게 헤어트리트먼트를 처리한 후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를 시술하였다. 

실험 방법으로 모발의 굵기, 인장강도, SEM을 이용한 모표피 관찰, EDS를 이용한 모발 구성 원소 분석을 하였다. 

실험 결과 천연유래성분이 주성분이며 양이온계면활성 및 실리콘 오일이 미첨가된 제품군이 모발 보호 효과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에 천연유래성분을 이용한 제품군이 더욱 연구 개발되어야 하며 자극적 화학 성분이 첨가된 

제품은 사용 방법 및  빈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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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ome care hair treatment 

characteristics and frequency on hair during permanent wave treatment.,The hair treatments 

distributed on the market were classified into cationic surfactants and silicone oil.,Hair treatment 

was performed 5 times, 10 times, 20 time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use, and hair 

permanent wave was performed.,The hair thickness, tensile strength, epidermal observation using 

SEM, and hair component analysis using EDS were performed as experimental methods.,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e natural-derived ingredient was the main ingredient, and the 

cationic surface activity and silicon oil-free product group had high hair protection effect. 

Therefore, the product group using natural ingredients should be further researched and developed, 

and the study on the method and frequency of use of products with irritant chemical ingredients 

should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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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어, 가전, 가구 매출이 증가하고 피트니스센터 보다 

홈트레이닝의 니즈가 높아져 관련 제품의 매출 증가 및 

관련 컨텐츠가 양산되고 미용 분야 역시 셀프 염색이나 

스타일링 제품, 기기의 판매가 증가하고, 셀프 뷰티가 

중심이 되고 있다[1]. 다양한 제품들이 고객 스스로 시

술할 수 있도록 생산되고 있으며 염색, 트리트먼트, 또 

스타일링 가전 영역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제품들은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어플을 통한 구매가 주를 이루

며 제품에 대한 정보 습득 또한 온라인 사이트, 뷰티 인

플루언서의 영향으로 선택 소비되고 있다[2].

국내 화장품은 1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중 모발 

관련은 두발 염색용 제품류와 두발용 제품류로 나누어

진다. 화장품 산업이 고도 성장하면서 각 유형별 제품

은 다양화 되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있다. 

두발용 제품 중 샴푸의 종류를 살펴보면 지성, 건성 두

피용, 손상 모발용, 비듬 샴푸, 컬러 샴푸, 보색 샴푸 등 

다양한 기능적 요소별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

객은 자신의 두피의 특성이나 개별적 니즈에 따라 제품

을 선택하고 있다. 

반면, 헤어트리트먼트의 경우 기능적 종류를 구분하

여 생산되지 않고 일괄적인 모발 케어 라인으로 보편화 

되어있다. 고객 모발에 따라 탈색모, 염색모, 웨이브모, 

등 각각 컨디션이 다르고 기대하는 효과 또한 다르다. 

탈색으로 극 손상된 모발은 빗질이 용이하고 들떠있는 

큐티클 층이 막을 형성하여 보호 받기를 기대하고, 또 

염색을 위한 고객, 퍼머넌트 웨이브를 위해 모발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에 각각의 제품별 성분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기능적 부분이 다름에도 불구하

고 사용감이나 향기, 유효성분에 대한 홍보는 있으나 

모발 특성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다. 맞춤형 화장

품 시대에 단순한 헤어트리트먼트 하나의 라인은 부족

함이 있어, 모발의 상태별로 고객의 세부적 니즈를 만

족시킬 수 있는 제품 라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헤어트리트먼트는 수분, 유분, 단백질과 같은 유효성

분으로 구성되며 모발의 큐티클 층을 보호하고 추가적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3]. 정전기를 방지하고 사

용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첨가

되고, 광택과 가벼운 질감을 주기 위한 디메치콘, 아모

디메치콘,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과 같은 실리콘 오일도 

첨가되어 있다. 

현재 판매되는 모발 케어 제품들을 살펴보면 천연유

효성분을 내세우지만 각 제품의 화장품 전성분을 살펴

보면 양이온계면활성제 및 실리콘 오일이 다량 함유되

어 있다. 양이온계면활성제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어 적정량의 농도만으로 그 효과는 충분

하다[4]. 또한 양이온계면활성제는 표면 단백질을 용해

시키는 성질이 있어 트리트먼트에 다량 함유되어 반복 

사용할 때 모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대표적으로 염모제, 트리트먼트에 함유되는 세트리

모늄 클로라이드 및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는 두

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에 0.1% 이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

색용 제품류에 2.5%,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

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1.0% 이하로 사용 가능

하며,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는 사용 후 씻어내는 두

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5.0%,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3% 이하로 사용 가능하다[5]. 실리콘 성분은 모발에 흡

착되고 탈락되는 과정에서 모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최근 실리콘 프리 트리트먼트가 개발되고 있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전성분이 화학 첨가물 

없이 천연유래 성분으로 제조한 트리트먼트가 판매되

고 있다. 이에 본 저자들은 손상모에 다양한 종류의 트

리트먼트를 홈케어로 반복시술 행위가 퍼머넌트 웨이

브 시술시 모발 보호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여 본 연구를 기획하였다. 시중에 유통되는 트리트먼

트 제품들 중 특성이 다른 제품들을 선정하여 트리트먼

트 반복 시술이 모발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퍼머넌트 웨이브를 위한 트리트먼트 제

품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모발 시료

본 실험에 사용한 모발은 40대 초반 여성의 모발로 

염색을 2회 이상 반복한 명도 8레벨 정도의 손상 모발

이다. 헤어스타일 변화와 거칠어진 모발을 정돈하기 위

해 헤어 살롱에 방문하였을 때 컷트 후 채취하였다. 컷

트 시술 후 버려지는 모발은 임의로 처분해도 되며 이 

모발은 피험자로부터 학술연구 및 작품공예에 사용하

여도 되는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 모발은 22cm 길이

로 채취되었으며 길이의 오차가 큰 모발은 제거 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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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저울(FX-200i, AND, Korea)을 이용하여 각 1.2g씩 

정량하여 총 11개의 시료를 제작하였다. 모발의 상부는 

실리콘으로 고정시키고 모발은 D사의 샴푸로 세척 후 

미온수로 헹구어 자연 건조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트리트먼트 전처리 방법

모바일 뷰티 플랫폼에서 홈케어 트리트먼트 제품 중 

성분의 특성이 다른 세 종류의 제품을 선정하여 A, B, 

C군으로 명명하였다. 전성분 표시를 통한 특성을 살펴

보면 A제품은 실리콘 성분인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디메치콘, 사이클로메치콘과 양이온계면활성제 종류인 

베헨트리모늄클로라이드, 스테아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 

세트리모늄클로라이드 성분이 첨가되어있다. B제품은 

실리콘 프리 제품으로 양이온계면활성제 베헨트라이모

늄클로라이드, 세트리모늄클로라이드 성분이 첨가되어있

다. C제품은 주의성분이 0개로 천연유래 성분으로만 구

성되어 실리콘 및 양이온계면활성제가 미첨가 되어있다.

실험군별로 트리트먼트 사용 빈도에 차이를 두며, 트

리트먼트 처리는 샴푸 후 도포하여 5분간 자연방치하

고 흐르는 미온수로 헹구어 자연 건조하였다. 대조군 

C1은 1회 샴푸만 처리하고 대조군 C2는 하루 1회, 총 

20회 샴푸만 반복 처리하고 트리트먼트는 무처리 하였

다. 실험군별 샴푸 1회 후 트리트먼트 처리 빈도에 따

라 5회, 10회, 20회로 구분하여 실험군 TA5, TA10, 

TA20, TB5, TB10, TB20. TC5, TC10, TC20으로 

Table 1과 같이 명명하였다. 

Table 1. Grouping of Experiment

Method Shampooing(S) and Treatment(T)
Samples

Group

Control
S 1 Times C1

S 20 Times C2

Experiment

S 20 times, A T 5 times TA5

S 20 times, A T 10 times TA10

S 20 times, A T 20 times TA20

S 20 times, B T 5 times TB5

S 20 times, B T 10 times TB10

S 20 times, B T 20 times TB20

S 20 times, C T 5 times TC5

S 20 times, C T 10 times TC10

S 20 times, C T 20 times TC20

2.3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방법

퍼머넌트 용제는 A사 1제 티오글리콜산암모늄과 2

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고 로드는 8호를 사용하여 스

파이럴식 와인딩을 하였다. 1제 도포 후 와인딩하여 열

처리 10분, 자연방치 15분, 2제는 도포 후 10분 자연

방치 하였다. 실내온도 27℃에서 콜드식 퍼머넌트 웨이

브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2.4 모발 굵기 측정

모발 굵기 측정은 모발 측정기(IS-5000 COM, 

BEAUTOPIA, Korea)로 250배율에서 모발 직경을 10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2.5 인장강도 측정

인장강도 측정은 만능재료시험기(TO-101, Testone, 

Korea)로 측정하며 측정 속도는 10 mm/min으로 하

고 표점 거리는 20 mm로 하였다. 각 군당 10개의 시

료를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2.6 SEM을 이용한 모표피 관찰

시료 모발을 5 mm로 자르고, 진공이온코팅기(Ion 

Sputter: E-1020, Hitachi, Japan)를 사용하여 약 20 

mm 두께로 이온코팅(Au, Pt-Pd sputtering) 후  주사

전자현미경(JSM-6400, JEOL, Japan)으로 20,000 배

율로 촬영하였다. 

2.7 EDS를 이용한 모발 구성 원소 분석

모발의 구성 원소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산 

분광 분석을 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JSM-6400, 

JEOL, Japan)으로 3,000 배율에서 전자빔을 쏘아 

EDS(EDAX, Apollo X, Ametek, USA)를 이용하여 구

성 원소를 측정하였다.

2.8 통계 방법

통계프로그램 SPSS Statistics 24.0을 이용하여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군간의 차이에 대한 유효성 

검증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s)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는 Dun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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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고, 양측검정으로 유의수

준 95%(p<0.05)에서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모발 굵기

본 실험의 모발 굵기 측정 결과 p < 0.001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모발 굵기는 TC5 > TC20 > TC10 > TB10 > TB5 

> C2 > TA10 > TB20 > C1 > TA5 > TA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성분이 천연유래성분인 트리트먼트 

TC군이 가장 굵게 측정되어 손상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양이온계면활성제 및 실리콘 함유 트리트먼트

인 TA군이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계면활성제는 

단백질 구조를 손상시키고 지질을 용해시킬 수 있어[6] 

TA군의 20회 반복 트리트먼트 처리가 오히려 모발의 

단백질의 용출이 되어 굵기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손상모에 천연추출물을 첨가한 트리트먼

트를 전처리로 사용하여 퍼머넌트 시술시 모발이 굵게 

측정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7].

Table 2. The Thickness Measurement of the Home 

Care Hair Treatment

Group Mean ± SD(mm) N

C1 0.0285 ± 0.0016 10

C2 0.0300 ± 0.0021 10

TA5 0.0282 ± 0.0021 10

TA10 0.0296 ± 0.0018 10

TA20 0.0280 ± 0.0018 10

TB5 0.0302 ± 0.0027 10

TB10 0.0309 ± 0.0020 10

TB20 0.0290 ± 0.0024 10

TC5 0.0333 ± 0.0019 10

TC10 0.0310 ± 0.0016 10

TC20 0.0314 ± 0.0029 10

Analysis by One–way ANOVA. 

Post-Hoc : Duncan's test. p < 0.001

3.2 인장강도

화학적인 시술을 반복하여 손상된 모발은 유연성, 탄

력, 강도, 색상 등에 차이가 있다. 특히 퍼머넌트웨이브 

시술 후 인장강도 측정을 통하여 모발의 손상정도를 파

악 할 수 있다[8]. 본 실험의 인장 강도 측정 결과 p < 

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타나

났으며 실험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인장강도 결과는 TC10 > TA5 > TB10 > C2 > TB5 

> TC5 > TC20 > TB20 > C1 > TA10 > TA20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군별 TC군이 TB, TA군 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TB군 보다 TA군의 10회, 20회 처리모가 낮게 

타나났다. 이는 실리콘 오일 성분만 함유된 제품보다 

양이온 폴리머가 포함된 제품이 흡착이 좋고 유실이 적

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양이온 계면활성제와 실리콘 

성분이 모두 포함된 TA군의 반복 시술로 인한 실리콘 

성분의 흡착 및 탈락의 반복이 모발의 손상을 유발한 

것으로 사료된다[9].

Table 3. The Tensile Strength Measurement of the 

Home Care Hair Treatment

Group Mean ± SD(gf/mm2) N

C1 73.24 ± 10.83 10

C2 78.73 ± 12.64 10

TA5 87.92 ± 12.78 10

TA10 71.87 ±  9.29 10

TA20 70.65 ± 10.55 10

TB5 78.68 ± 12.80 10

TB10 81.39 ± 19.75 10

TB20 73.32 ± 12.31 10

TC5 78.52 ± 18.38 10

TC10 92.75 ± 12.55 10

TC20 78.52 ± 18.38 10

Analysis by One–way ANOVA. 

Post-Hoc : Duncan's test. p < 0.001

3.3 SEM을 이용한 미세구조관찰

SEM을 이용한 미세구조관찰 결과 p < 0.001로 시

료 간 유의한 차이가 있게 Table 4 와 같이 나타났다.

TC군 큐티클의 스케일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트리트먼트 반복처리 횟수로 보면 트리트먼트 10회 처

리군이 TA10 243.06 ± 8.68 nm, TB10 327.45 ±4 

.79 nm, TC10 367.95 ± 19.42 nm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화학시술을 반복한 손상모에 퍼머넌트 웨

이브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모발의 큐티클 층의 유실이 

많아 SEM 촬영 결과 얇아진 형태를 Fig. 1과 같이 확

인하였다. C2의 큐티클의 들뜸 정도는 115.15 ± 9.29 

nm로 가장 얇은 수치를 보여준다. C2군이 C1에 비해 

낮은 수치는 반복된 샴푸의 처리 과정에서 큐티클의 손

실이 발생하였고 트리트먼트 처리 실험군은 큐티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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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막이 형성되어 큐티클 층이 보호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The Hair Surface Observation Result and the 

Home Care Hair Treatment Using FE-SEM

Group Mean ± SD(nm) N

C1 233.66 ± 16.91 10

C2 115.15 ±  9.29 10

TA5 331.68 ± 29.49 10

TA10 243.06 ±  8.68 10

TA20 230.22 ± 28.86 10

TB5 251.60 ± 26.33 10

TB10 327.45 ±  4.79 10

TB20 250.80 ± 15.16 10

TC5 332.35 ± 18.01 10

TC10 367.95 ± 19.42 10

TC20 351.36 ±  8.53 10

Analysis by One–way ANOVA. 

Post-Hoc : Duncan's test. p < 0.001

C1 TB10

C2 TB20

TA5 TC5

TA10 TC10

TA20 TC20

TB5

Fig. 1. Comparison of cuticle being observed by 

electronic microscope( × 20,000)

3.4 EDS를 이용한 모발 구성 원소 분석

본 연구의 모발 시료에 전계방사형주사전자현미경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ry)을 

3,000 배율로 측정한 결과 구성원소의 함량은 Table 

5, Fig. 2 와 같다. 모발의 구성원소 성분별 함량은 C 

45%, H 6%, O 28%, N 15%, S 5% 차지하며 이중 황

을 가장 중요한 원소로 분석 하고자 하였다[10]. 측정 

결과 황 함유량은 TC군이 8.63%, 10.53%, 9.92%로 

높게 나타났으며 TB군, TC군은 20회 트리트먼트 처리

군이 5.61%, 5.28%로 낮게 타나났다.  실리콘,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미첨가된 천연유래성분함량이 높은 TC

군이 천연추출물을 첨가한 트리트먼트 처리 후 황 함유

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와 같이 천연유래

성분의 트리트먼트 처리 효과가 시스틴 결합의 산화를 

감소시켜 퍼머넌트 웨이브에 의한 손상을 억제시키는 

결과를 도출 했다[11]. 

Table 5. The Hair Surface Observation Result and the 

Home Care Hair Treatment Using FE-SEM

Group
Elements

Carbon Nitrogen Oxygen Sulphur

C1 58.38 16.27 18.93 5.34

C2 57.97 16.37 18.83 5.14

TA5 59.83 14.02 16.39 7.76

TA10 58.00 16.10 18.89 5.84

TA20 58.93 15.31 18.59 5.28

TB5 59.36 15.08 17.51 6.42

TB10 59.97 12.85 17.91 7.11

TB20 60.25 14.94 17.29 5.61

TC5 58.50 14.49 16.56 8.63

TC10 59.67 11.76 14.99 10.53

TC20 62.50 8.38 13.88 9.92

C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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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5

TA10

TA20

TB5

TB10

TB20

TC5

TC10

TC20

Fig. 2. lntensity of element being represented in 

EDS graph

4. 결론

본 연구는 홈케어 헤어트리트먼트의 특성별 처리 횟

수에 따른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시 모발의 보호 효과 

및 손상도를 검토하고자 시행되었다. 제품별 특징의 구

별은 양이온계면활성제 및 실리콘 성분의 첨가에 차이

를  두며 각각의 트리트먼트의 사용빈도에 따라 모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샴푸 후 트리트먼트의 처리 횟수

를 변수로 두었다. 각 시료에 홈케어 헤어트리트먼트를 

하고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후 모발 시료의 손상도를 

비교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모발 굵기 측정 결과 천연유래성분이 주류이며 양이

온계면활성제 및 실리콘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TC군이 

모발 손상도가 적고 모발이 굵게 보호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인장강도 측정결과 TC군 10회 처리모가 실험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험군 모두 트리트먼트 20회 

처리 시 가장 낮게 나타났다. SEM을 이용한 미세 구조 

관찰 결과 TC10회 처리모가 가장 높으며 TC군이 전반

적으로 가장 큐티클 스케일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EDS

를 이용한 모발 구성 원소 분석결과 황 함유량이 TC군

이 많으며 그중 TC 10회 처리모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

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주성분이 천연유래성분이며 

양이온계면활성제 및 실리콘 프리 제품이 홈케어 트리

트먼트 반복 처리 후 퍼머넌트 시술에 있어 모발의 손

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양이온 계면활

성제 및 실리콘 첨가 트리트먼트의 경우 매일 사용보다 

주 1, 2회의 시술 시 모발의 보호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양이온계면활성제만 첨가된 실리콘 프리 트리

트먼트의 경우 TB군이 5회 처리에 대하여 모발 보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자극의 천연유래성분을 

이용한 제품군이 연구 개발되어야 하며 자극적 화학성

분이 첨가된 제품은 사용 방법 및 빈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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