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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Objectives of this research is to test hair growth effect of the hair scalpdetox five step program. 
  Methods : Data for this research is gathered from participants who are suffering from hair loss and have 

completed scalpdetox five step program at a esthetic by receiving treatments twenty times constantly with once or 

twice a week during three months from March 2015 to April 2016. The hair scalpdetox program consists of five 

steps : the first step is shampooing, the second is scalp massage with aroma oils, the third is vertical meridian 

scrapping massage, the fourth is applying scalp and hair pack made with natural herbs, and the last is scalp 

massage with an indirect high frequency massaging device. 

  Results: Subjective evaluations from the participants show that overall hair scalp conditions are meaningfully 

improved. Participants evaluated that tested approach helps hair growth by increasing the number of hair (p<.01) 

and helps to make their hair thicker (p<.01). Visual observations with magnification by 60 times and  200 times 

show improvement in hair scalp condition and clean opening of pores. Photographs of hair loss parts of each 

participant also show improvement in hair growth. 

  Conclusions: From the evaluation of the participants for the test program and from visual observations, we 

conclude that suggested hair scalpdetox five step program has effect on improving scalp, hair condition, and hair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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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탈모관련 진료 인원은 21만 명으로 2009년부터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이 3.6%이고 특히 남성의 경우 

4.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

~40 가 전체 진료인원 중 47.3%로 절반가량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
 이에 따라 현 인들의 두피 

모발관리에 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두피모발관리 산업은 성장기에 접어들었다2)
. 이 

중 특히 탈모치료 관련 상품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

며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3). 

  탈모란 모발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부위에서 소실

되는 질환으로 주로 두부(頭部)에 발생한다. 과거에는 

탈모가 노화현상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여러 

유전적 요인과 함께 과다한 스트레스, 서구화된 식습

관, 영양의 불균형, 사회활동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

에 의해 탈모가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4.5)
.

  탈모증상 중 가장 흔한 유형은 원형탈모증, 안드로

젠성 탈모증, 휴지기 탈모증 등이 있으며, 이 중 안드

로젠성 탈모증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6,7)
.

  이러한 탈모증상을 치료하는 치료방법으로는 약물

복용, 도포요법, 광선치료, 면역치료, 모발이식술 등이 

있다. FDA 승인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표적인 발모제로 미녹시딜(minoxidil)과 피

나스테리드(finasteride)가 있지만, 발모 및 탈모방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사

용해야 하며, 장기간 사용 시 피부위축, 혈관확장, 호

르몬 불균형, 성장 저해, 성욕저해 등의 다양한 부작

용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사용이 제한되는 

실정이다8-10)
.

  탈모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발병 연령 가 계

속 낮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부작용이 적고 안

전한 새로운 탈모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두피해독 5단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발모효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탈모증상으로 에스테틱 센터

에 2015년 3월에서 2016년 4월까지 방문한 탈모고객 

중 두피해독 5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자 중 3개

월 동안 주 1~2회 지속 방문하여 총 20회 두피해독 

프로그램을 체험한 남녀 11명(여자5명, 남자 6명)의 

두피해독 결과를 분석하였다. 두피 해독프로그램 조

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시간이 너무 지연된 상자의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기간 및 횟수 

  두피해독 프로그램 적용 횟수 : 총 20회

  두피해독 프로그램 적용주기 : 주 1~2회

  1회 소요시간 : 약 2시간

3. 재료 및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 및 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1) 두피 및 피부 진단기 Aramo-SG(주식회사 아람휴

비스, 서울, 한국)

2) 샴푸(주식회사 에디쁘, 전, 한국)

3) 아로마 오일(주식회사 에디쁘, 전, 한국) 

4) 수직괄사(주식회사 에디쁘, 전, 한국)

5) 100% 허브파우더(헤나 및 카시아, 1:1) (주식회사 

에디쁘, 전, 한국)

6) 간접고주파기(주식회사 에디쁘, 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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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1) 설문조사 

  탈모 증상으로 에스테틱 센터에 방문한 사람 중 시

험 참여에 동의하는 방문자를 상으로 일반적인 상

태(성별, 나이, 결혼여부, 직업군 등)와 음주, 흡연 등 

생활습관, 스트레스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탈모유형 

등의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시행 전

후의 두피와 모발 상태에 한 시험 상자의 주관적

인 의견을 묻는 설문을 9문항으로 나누고 각 문항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별첨 참조).

Product Characteristics Ingredients

Shampoo

A non- petroleum-derived surfactant 
shampoo which helps to prevent hair 
damage, to keep scalp clean, and to 
reduce dandruff or itching

Water, Potassium cocoyl glycinate, C12-18 alkyl 
glucoside, Cropylen glycol laurate, Coco-betain, 
Silk aminoacid, Glycerin, Santhenol, Rosmarinus 
officinalis leaf oil, Artemisia annular oil, 
Disodium laureth sulfosuccinate, Lavender oil 
extract, Cedrus atlantica bark oil, 1,2-hexandiol

Aroma oil

A aroma oil that helps to soothe scalp, 
to remove stress, and supply nutritional 
ingredients of herbs actively to the 
scalp

Argan oil, Sweet almond oil, Grape seed oil, 
Wheat germ oil, Jojoba oil, Rosehip oil, 
Macadamia oil, Lavender oil, Chamomile roman 
oil, orange oil, Cymbopogon martini oil, 
Rosemary oil, Geranium oil

Vertical gwalsa

Vertical gwalsa, made with tourmaline 
powder, stimulates the scalp, face, and 
body with its acupressure rods to 
remove
extrapolated blood and makes scalp 
cells have high
and smooth metabolism

Polycarbonate, Tourmaline powder 

Herb powders

A mixture of eight different high quality 
natural herbal leaves which are 
cultivated in India and utilized as the 
main ingredients for detoxifying and 
expelling wastes from the scalp

100% Henna leaves powder

100% Cassia leaves powder 

Indirect 
high-frequency 

massager

A indirect high-frequency massage 
device with micro current that increases 
the temperature of tissues and helps 
cells of scalp and skin to have a rapid 
metabolism and decorate skin 
elaborately.

Method : Indirect high-frequency micro 
           current
Frequency :30,000Hz
Power supply: 2.2A/10W
An anion release : 48,000/CC
Micro current method 
Blue light therapy

Table 1.  Products and Their Ingredients Used in the Tested Hair Scalpdetox Five Step Program

2) 두피 진단기 측정 

  본 연구에서 상자 11명의 두피 모발상태를 분석

하기 위해 매 방문 시 두피 진단기((주)아람휴비스, 

Aramo-SG, 서울, 한국)로 두피해독 전후의 상태를 

측정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두피진단기를 이용

하여 60배 일반렌즈로 두피 외형 및 모발의 탄력도를 

측정하고 60배 편광렌즈로 기저층과 진피층을 확 하

여 두피의 민감도와 모발 밀집도 및 모공의 탁도 등

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200배 렌즈를 이용하여 모공 

한 개에서의 모발 수, 모공의 각질 및 노폐물 상태 등

을 측정하였다. 두피 진단기의 렌즈는 두피와 수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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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하고, 초점을 정확히 하여 탈모부위, 정수리, 측

두부, 후두부 등을 촬영하였다.

3) 두피해독 5단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두피케어 

실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피해독 5단계 프로그램은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Table 2에 단계별 

내용을 요약하였다.

  ① 1단계 ; 샴푸 세정(10분) :

   ㉠ 두피와 모발을 미온수로 세정한다. 

   ㉡ 샴푸를 손에 적당량 짜내서 거품을 낸 뒤 두피

와 모발에 골고루 바른 후에 손가락 신 수직

괄사로 두피를 긁듯이 1분정도 두피샴푸를 한

다. 

   ㉢ 두피샴푸 후 헹구지 않고 바로 모발을 손으로 

가볍게 터치하여 모발샴푸를 한다. 

   ㉣ 두피와 모발의 샴푸액과 노폐물을 미온수로 깨

끗하게 헹군다. 

   ㉤ 샴푸 후 두피와 모발에 30%의 수분만 남기고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건조시킨다. 

  ② 2단계 ; 아로마오일 두피 마사지(2분) : 두피의 

백회, 신정, 후정, 측두부위에 아로마 오일 1~2 

스포이트 분량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 후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골고루 마사지한다. 

  ③ 3단계 ; 괄사 두피 마사지(15분) :

   ㉠ 수직괄사를 양손으로 쥐고 13개의 지압봉이 모

두 두피에 잘 닿도록 두피를 긁어주면서 모발

을 빗는다. 전두근은 직선방향, 측두근은 사선

방향, 후이근은 가로선 방향으로 추혈까지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긁듯이 빗어준다. 

   ㉡ 수직괄사로 귀 뒤에서 목선까지 기역자 모양으

로 긁듯이 빗어준다. 

   ㉢ 상기 방향 로 수직괄사를 흔들어 주듯이 지그

재그로 두피를 긁어준다. 

   ㉣ 상기 방향 로 수직괄사를 두피에 비틀어주듯

이 두피근육을 돌린다. 

   ㉤ 목과 어깨부위 및 견갑골을 긁어주고, 근육이 

뭉쳐있는 부위는 지그재그로 긁어주거나 비틀

어 주듯이 돌린다. 

   ㉥ 흉쇄유돌근을 쓸어 올리듯이 긁은 후 예풍 위

치에 아래 지압봉으로 지탱하면서 좌우 한번 

씩 스트레칭을 한다. 

   ㉦ 승모근을 쓸어 올리듯 긁은 후 아문, 풍지, 천

주혈을 아래 지압봉으로 지탱하면서 스트레칭 

후 고개를 숙이면서 반 로 스트레칭 한다.

  ④ 4단계; 100% 허브파우더 두피팩 도포 및 휴식 

(1시간 20분) :

   ㉠ 둥근 볼에 분량의 허브분말을 넣고 거품기를 

이용하여 허브와 정수물을 1:1 비율로 잘 섞으

면서 마요네즈 농도로 반죽하여 허브팩을 만든

다. 

   ㉡ 염색용 빗을 이용하여 두피와 모발에 허브팩을 

골고루 바른다. 

   ㉢ 이때 가장 먼저 신정 부위(헤어라인)의 모발부

터 시작하여 모발이 시작되는 전체 부위를 염

색용 빗으로 발라준다. 

   ㉣ 그리고 나서 신정부위의 모발을 빗으로 2등분

하여 오른쪽의 모발을 1㎝간격으로 2-3번 떠서 

두피에 먼저 허브팩을 바르고, 그 다음 빗으로 

뜬 모발에 허브팩을 충분히 발라준다. 

   ㉤ 다시 신정 왼쪽부위의 모발을 같은 방법으로 

두피와 모발에 허브팩을 골고루 발라준다. 

   ㉥ 랩을 이용하여 머리를 전체 감싸서 공기를 차

단한다. 

   ㉦ 두건을 쓴 후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미온

수로 깨끗이 헹구어낸다. 이때 허브팩이 두피

모발에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 번 깨끗하게 헹

군다. 

   ㉧ 드라이기의 따뜻한 바람으로 머리를 잘 말린

다. 

  ⑤ 5단계 ; 간접고주파기 두피 마사지(5분) :

   ㉠ 간접고주파기의 4가지 모듈 중 해당되는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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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여 수직괄사를 끼운 채 두피를 긁으

면서 모발 전체를 빗어준다. 이때 전두근은 수

직선 방향, 측두근은 사선 방향, 후이근은 가로

방향으로 추혈까지 위에서 아래로 긁듯이 빗

어준다. 그리고 간접 고주파기에서 수직괄사를 

제거한 후 볼만 이용하여 헤어라인에서 귀 뒤 

라인, 목 라인까지 볼을 돌리면서 집중적으로 

마사지한다. 

4) 통계처리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 내용은 비모수적 방법 중 윌콕슨 부호순

위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방법으로 분석하

였다. p-값은 양측검정으로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Step Name Description

Step 1 Shampooing
Make bubble with a drop of shampoo on the palm and apply 
it on the scalp. Clean the scalp with massage with a vertical 
gwalsa

Step 2 Scalp massage with aroma oils
Drop one or two drops of aroma oil onto top, center, back, 
sides of the head and massage the head with fingertips

Step 3 Vertical meridian scrapping massage

Grip the gwalsa with both hands. Scratch the scalp in the 
muscle direction with every acupressure rods of the gwalsa 
contacting the scalp. Then grip the gwalsa with one hand and 
scratch the scalp in zig-jag direction of the scalp muscle. 
Finally, press the scalp with the gwalsa and twist the scalp 
muscle with the gwalsa

Step 4 Natural pack for scalp and hair

Prepare herb pack by mixing the herb powder and water with 
1:1 ratio in the bowl. Spread the herb pack using a 
dying-comb on the scalp and hair and rapping the head to 
ban the air. Hood the head and wait one hour. Clean the 
head with tepid water and dry the scalp and hair with hot air 
using a hair dryer

Step 5  
Indirect high- frequency 
massage 

Fix the vertical gwalsa on the ball of the high frequency 
massager. Comb the hair with scratching the scalp in the 
muscle direction. Remove the vertical gwalsa from the indirect 
high frequency massager and massage the scalp intensively 
using the ball of the massager.

Table 2. Procedure of the Tested Hair Scalpdetox Five Step Program

Ⅲ. 연구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연구 상자 총 11명 중 남자가 6명, 여자가 5

명을 차지하였다. 연령 로는 10 에서 60 까지 고

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특히 40 가 5명(45.5%)

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여러 가지 생활습관 중에

서 81.9%가 중정도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

하여 스트레스와 탈모 연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

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일, 직장이라고 답한 사람이 

81.8%로 가장 많았다.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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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이마양측, 이마에서 정수리부위까지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2) 연구대상자의 두피해독 전 후 두피모발상태 

변화에 대한 설문 평가 결과

  설문지를 통해 연구 상자들의 두피해독 전 후 두

Categories Freq
Percent

(%)

sex
male 6 54.5

female 5 45.5

age

10s 1 9.1

20s 1 9.1

30s 1 9.1

40s 5 45.5

50s 2 18.2

60s 1 9.1

marital 
status　

married 7 63.6

single 3 27.3

under age 1 9.1

cause of 
stress

work 9 81.8

family 1 9.1

human relations 1 9.1

others 1 9.1

degree
of

stress

low 2 18.2

medium 3 27.3

high 6 54.6

smoking

almost none 9 81.8

less than 10 cigarettes 
per day

1 9.1

less than 20 cigarettes 
per day

1 9.1

hair
loss part

whole scalp 1 9.1

top head 4 36.4

sides of the forehead 4 36.4

forehead to top head 4 36.4

alopecia areata 3 27.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of the 
Hair Scalpdetox Test 

* greater than 100% results from multiple selection

피모발상태 변화에 한 주관적인 평가 결과를 Table 

4, 5에 정리하였다. Table 4에서는 두피해독 전후 두

피모발상태 변화에 한 응답자수의 차이 정도를 살

펴보았다. 점수 차이에서 양의 숫자가 클수록 두피해

독 후의 효과가 큰 것을 나타내는데, 점수 차이에서

1-4 까지 양의 숫자를 합한 결과 ‘모발이 가늘다’라는 

항목에서 11명 모두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을 하였

다. 그 다음으로는 ‘머리숱(모발량)이 적다’의 항목에

서 총 10명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을 하였다. Table 

5에서는 두피해독 전후의 두피모발상태 변화에 한 

주관적인 평가결과를 두피해독 전>후, 전<후, 전=후

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피해독 전보다 두

피해독 후에 전체적으로 두피와 모발상태 개선 및 모

발량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p<.05). 특히 가장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는 11명 모

두 두피해독 전 ‘모발이 가늘다’고 답하였는데 두피해

독 후에 모두 굵어졌다고 답을 하여 아주 유의미하게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p<.01). 또한 두피해독 

전 머리숱(모발량)이 적다고 답한 10명이 두피해독 후 

모두 머리숱(모발량)이 많아져서 만족한다고 답을 하였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p<.01).  

3) 두피진단기로 측정한 두피해독 전 후의 두피, 

모발, 모공의 상태 변화 

  연구 상자 11명의 각 각의 나이, 성별, 직업, 탈모

의 원인 및 유형을 Table 6에 정리하였으며, 연구

상자 각 각에 한 두피해독 전 후의 두피, 모발, 모공상

태의 두피진단기 측정 결과는 Table 7에 나타냈다. 

  60배 렌즈를 통해 살펴본 두피해독 전 연구 상자

의 두피상태는 부분 두피가 붉거나 피지산화물로 

착색되어 있고 모발의 수가 적어 밀집도가 부족한 상

태였는데 두피해독 후에는 두피가 투명하고 모발의 

수가 많아져 밀집도가 양호하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주

었다. 또한 200배 렌즈를 통해 모공과 모발상태를 측

정한 결과 두피해독 전에는 부분이 노폐물과 피지

산화물로 모공이 닫혀 있는 상태였으나 두피해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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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after -2.00 -1.00 .00 1.00 2.00 3.00 4.00

more dandruff 0 2 4 2 2 0 1

itchy of scalp 0 1 5 1 2 2 0

oily in the scalp 0 2 3 2 3 1 0

infection in the scalp 0 2 2 3 3 1 0

thin hair 0 0 0 6 4 1 0

gray hair increase 0 0 8 2 1 0 0

stiffened hair 0 2 5 4 0 0 0

sparsely hair 0 1 0 6 4 0 0

curly hair 2 1 6 2 0 0 0

* larger positive number in‘before-after’means larger effect of the hair scalpdetox

Table 4. Difference in Scoring of the Hair Scalp Conditions before and after the Hair Scalpdetox Test   

　before-after before>after before<after before=after Z p-value

more dandruff 5 2 4 -1.552 .121

itchy of scalp 5 1 5 -1.903 .057

oily in the scalp 6 2 3 -1.852 .064

infection in the scalp 7 2 2 -1.997 .046*

thin hair 11 0 0 -3.002 .003**

gray hair increase 3 0 8 -1.633 .101

stiffened hair 4 2 5 -0.816 .414

sparsely hair. 10 1 0 -2.667 .008**

curly hair 2 3 6 -0.966 .334

Total 10 1 0 -2.447 .014*

* p<.05  ** p<.01 

Table 5. Changes in Participants Evaluation about Hair Scalp Condition before and after the Hair Scalpdetox 
Test(before>after, before<after, before=after)

Case No. Age Sex Job Hair Loss Cause Hiar Loss Type

1 41 Male Employee Stress Complex(M+O)

2 52 Male Employee Stress Complex(M+O)

3 11 Female School Child Stress Alopecia areata

4 55 Male Specialized Job Heredity & stress Complex(M+O)

5 64 Female Business Stress Top of the head

6 40 Female Service Stress Top of  the head

7 25 Female Specialized job Stress Multiple alopecia arata

8 35 Female Employee Stress Top of the head

9 47 Male Programmer  Stress Complex(M+O)

10 44 Male Specialized job Stress Complex(M+O)

11 43 Male Employee Stress Complex(M+O) 

Table 6. Participants Information, Hair Loss Causes an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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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x60 (polarize lenz) photo x200 photo top side overall photo

1

before

after

2

before

after

3

before

after

4

before

after

Table 7. Change of Hair Growth during the Tested Hair Scalpdetox Five Ste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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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x60 (polarize lenz) photo x200 photo top side overall photo

5

before

after

6

before

after

7

before

after

8

before

after

Table 7. Change of Hair Growth during the Tested Hair Scalpdetox Five Step Program(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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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x60 (polarize lenz) photo x200 photo top side overall photo

9

before

after

10

before

after

11

before

after

Table 7. Change of Hair Growth during the Tested Hair Scalpdetox Five Step Program(계속)

에는 모공의 노폐물과 피지산화물이 제거가 되어 모

공이 깨끗하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Ⅳ. 고  찰 

  탈모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

으로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한 관심이 증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단계의 두피 및 

탈모 관련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두피해독 1단계는 샴푸를 이용한 두피모발 세정인

데 두피와 모발에 존재하는 지용성 노폐물을 제거하

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때 사용되는 샴푸는 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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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화학 계면활성제 및 화학성분들을 배제한 

천연유래 계면활성제와 피부에 안전한 성분(스킨딥 

1~2등급)으로만 조성된 샴푸를 사용하므로 두피와 모

발을 자극하지 않는다. 

  두피해독 2단계에서는 아로마오일을 이용하여 두피

를 마사지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아로마 오일은 

100% 천연 블렌딩 오일로서 7가지 캐리어 오일과 6

가지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

면 아로마 요법을 두피와 모발에 적용 시 신체의 긴

장완화 및 생리작용에 따른 각질 및 비듬의 원활한 

사작용을 높여 두피에 유분 및 수분을 공급하고 탈

모 방지 및 육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12). 

아로마요법은 아로마 오일 흡입과 두피 마사지를 통

해 스트레스 감소 등의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 보고되었다13-15).

  아로마요법에서 사용되는 아로마 오일은 몸 속에 

축적되지 않고 간에서 사되어 부분 요도를 통하

거나 일부는 호흡, 변, 피부의 땀구멍으로 통하여 배

설되므로 매우 안전하다12). 

  두피해독 3단계는 토르말린이 함유된 수직괄사로 

두피를 마사지하여 모공을 열어주고, 두피에 쌓인 노

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괄사요법은 오랜 역

사를 가진 민간요법으로 중국에서는 약 천 년부터 중

의(中醫)서적 문헌에 나오는데 침과 부항, 안마와 지

압을 병행하여 개발되어온 비(非)약물치료법이다16). 

괄사요법의 효능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자극부위의 

혈액 순환량 증가 및 피부의 체온증가 효과와 경견근

막통증후군 환자의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 

보고 등이 있다17,18). 

  괄사를 이용한 두피 마사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

지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13개의 봉이 있는 수직괄사는 두피의 경혈을 

자극하기 때문에 두피 경혈마사지의 연구결과와 유사

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국내 연구

에 의하면 두피 경혈 수기요법이 탈모 남성의 예민한 

두피를 건강하게 하고, 모발의 굵기와 모발 밀집도를 

향상시켜 탈모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20).

  두피해독 4단계는 100% 천연 허브파우더를 이용한 

도포단계이다. 두피해독에 주로 사용되는 허브는 헤

나(henna)잎 분말인데, 헤나는 고 로부터 아유르베

다 의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고 천연 염색제로 

사용되어 왔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헤나 잎의 약리효과로는 간 보호효과, 면역조절효과, 

항산화효과, 항미생물효과, 항암효과, 항염증효과 등

이 있다21,22). 특히, 헤나잎 추출물은 비듬치료에 효과

적이고, 모발성장 자극제로서 사용되며, 천연머리 염

색제로서 사용된다23). 헤나 잎의 건조분말에는 모발을 

천연염색시키는 로손(2-hydroxy-1.4-naphthoquinone) 

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0.5~1%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 로손이 헤나의 여러 가지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주

성분이다24,25). 헤나 잎에 함유된 천연 염색성분인 로

손을 이용하여 세포 유전자 독성을 평가한 결과 유전

자 독성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두피해독의 마지막 단계는 간접 고주파기를 이용한 

두피 마사지이다. 이 간접 고주파기는 미세전류 방식

으로 만들어져 부작용이 없으며, 사용 도중에 계속 주

파수가 변경됨으로써 피부에 장기간 사용해도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미세전류는 ATP(아데노신삼인산) 생성증가, 상처 

및 골절치유촉진, 혈액순환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되

면서 의학과 질병치료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최

근에는 미세전류를 피부세포에 전달해 근육을 자극하

고 탄력을 되찾아주며,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데도 활

용되고 있다27).

  인체 조직에 고주파 전류를 통전시킬 때 진동 폭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온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전기화학적 반응 또는 전기분해 현상이 없다. 또한 빠

른 진동 전류 에너지는 그 경로 안에서 열에너지로 

변환되는 특징이 있다28,29). 생체열 에너지로 전환된 

고주파 에너지는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켜 세포의 기

능을 증진시키고 모세혈관의 혈류량 증가 및 림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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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촉진한다28-31).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고주파기를 

이용한 두피관리 시 생체열에 의해 혈액순환이 촉진

되어 두피에 산소, 영양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열 효과

로 인한 모근의 자극과 살균작용으로 탈모방지 및 모

발 생성에 도움이 되고 모발을 굵게 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2).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두피해독 5단계 

프로그램은 천연 아로마오일을 이용한 두피마사지와 

괄사를 이용한 두피 경혈 마사지 등이 탈모개선 및 

모발성장에 도움을 주고, 천연허브와 아로마 오일이 

두피와 모근에 영양을 공급해주며 간접 고주파기 두

피 마사지를 통해 두피의 신진 사 및 혈액순환이 촉

진됨으로써 발모를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러한 각각의 효능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 발모

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두피해독 5단계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헤나, 아로

마 오일 등 천연물질은 화학물질에 비해 자극이 적고, 

친환경적이며 두피와 모발에 천연영양을 공급해줄 수 

있다. 그러나 100% 천연물질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피부 알러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헤

나 도포 전 팔 안쪽에 미리 20~30분정도 발라서 이상

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두피가 예민

하거나 상처가 있다면 수직괄사의 사용을 피하는 것

이 좋다.

  본 연구에 참여한 11명의 탈모환자들은 첫 방문 시 

허브도포 전 30분간 팔 안쪽에 패치테스트를 실시하

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매 방문시마다 이상반

응이 있었는지 질문을 하여 확인한 결과 1명에게서 

일시적으로 약간의 두피 가려움증이 나타난 것 이외

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Ⅴ. 결론 및 제언 

  2015년 3월에서 2016년 4월까지 에스테틱 센터에 

방문한 탈모환자 중 3개월 동안 주 1-2회 지속 방문

하여 총 20회 두피해독 5단계 프로그램을 체험한 사

람을 상으로 두피모발상태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탈모 환자의 주관적인 설문조사 결과 두피모발상태 

또한, 두피진단기의 60배, 200배 렌즈를 통해 측정한 

결과, 두피상태 호전, 모공이 깨끗하게 열리는 등 호

전된 결과를 보여주었고, 탈모부위의 외관상 사진 결

과로도 탈모가 개선되고, 뚜렷한 발모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피해독 5

단계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때 약물요법이나 수

술요법을 택하기 전에 두피해독을 하는 것이 탈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20회의 짧은 기간으로 좀 더 충분한 효과를 

관찰할 수 없음이 아쉬웠으며, 11명의 적은 인원으로 

인해 전체 성인에게 확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므

로 향후, 보다 많은 인원과 다양한 연령 , 직업군으

로 나누어 6개월 이상의 더 긴 기간을 통한 연구가 추

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Ⅵ. 윤  리

  본 연구는 연구 상자 11명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사진 수집, 활용에 한 동의서를 받아 진행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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