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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를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시 모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수행하였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스크팩 중 청귤, 콜라겐, 어성초 유효성분을 함유한 마스크팩을 구입하여 엔드 

페이퍼에 흡착시켜 퍼머넌트 웨이브를 시술하였다. 실험 방법으로 모발 굵기, 모발 보습력, 인장강도, SEM을 이용한 

모표피 관찰, EDS를 이용한 모발 구성 원소 분석을 하였다. 실험 결과 어성초 유효성분을 엔드 페이퍼에 처리한 실험

군이 모발 굵기, 인장강도, 모표피 관찰, 모발 구성 원소 분석 결과 모발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귤 유효성분을 엔드 페이퍼에 처리한 실험군은 모발 보습력 실험 결과에서 비교적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유효성분들이 함유된 기초화장품 제품들을 활용하여 모발화장품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산업현장에

서 화학시술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와 도구들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제어 : 헤어 퍼머넌트, 마스크팩, 어성초, 청귤, 콜라겐, 모발 보호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nd paper adsorbed with mask pack 

active ingredients on hair during permanent wave treatment. Permanent wave was performed with 

purchasing mask packs containing green tangerine, collagen, and Houttuynia cordate active ingredients 

among commercially available mask packs and adsorbing them to the end paper. As experimental 

methods, hair thickness, hair moisturizing power, tensile strength, hair epidermis observation using 

SEM, and hair constituent element analysis using ED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treated with Houttuynia cordate active ingredient on the 

end paper had a hair protection effect as a result of hair thickness, tensile strength, hair epidermis 

observation, and hair component analysi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treated with green tangerine active ingredient on the end paper contained a relatively large amount 

of moisture in the hair moisturizing power test result. It is hoped that the development and research 

of various materials and tools will proceed so that basic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active 

ingredients can be developed and used as hair cosmetics, and applied during chemical treatment in 

the industrial field.

Key Words : Permanent Wave, Mask Pack, Houttuynia cordate, Green Tangerine, Collagen, 

Hair Protection

*Corresponding Author : Kyoung-Sook Ko(koks31@wku.ac.kr)

Received October 1,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Revised November 1,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11, pp. 288-295, 2021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11.288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11호289

1. 서론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피부 및 모발의 건

강을 유지시켜 준다. 2020년 화장품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화장품 생산규모 16조 2,633억 원 

중에서 기초 화장품 제품류가 9조 9,123억 원으로 1위

를 차지하였으며, 두발용 제품류는 1조 8,800억 원으로 

3위를 차지하고, 국내 화장품 제조업 연구개발비는 

5,229억 원으로 매출액과 자체사용 연구비의 비중 추이

는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1]. 기초화장품에 대한 연

구가 선행되며 다양한 유효성분에 대한 적용은 기초 화

장품에 이어 모발화장품이 뒤를 이을 것으로 사료된다.

화장품은 다양한 원료를 이용하여 사용 목적이나 사

용 형태에 따라 개발되는데 주요 원료는 수성원료, 유

성원료, 계면활성제, 색조 등으로 이러한 성분을 혼합하

여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생산된다. 인체의 피부, 

모발은 유·수분의 균형과 항상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화

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안전성 및 안정성, 유효성이 

제품 품질의 기본 요소로 요구된다. 새로운 유효성분 원

료가 개발되면 기초 화장품 및 모발 화장품 원료로 병용

되고, 기초화장품에서 활용되는 성분들을 모발 화장품

으로 활용하여 적용하였을 때의 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간편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화장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스스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마스크팩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2]. 마스크팩은 청정, 미백, 수분 보급, 주름 개선, 노폐

물 제거 등의 다양한 유효성분을 피부에 제공하여 관리

가 쉽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며 사용되고 있다[3]. 2016

∼2024년 글로벌 마스크팩 판매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이 8.7%로, 다가오는 2024년까지의 글로벌 시트 마스

크팩의 시장가치는 약 40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되고 있으며, 다양한 마스크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 

과거 미용 산업현장에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콜라겐을 흡착한 엔드 페이퍼를 활용하여 시술하고 모

발 보호효과를 높이려 한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

처럼 마스크팩과 같이 피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고 있으며, 엔드 페이퍼에 추출물을 흡착시켜 퍼머넌트 

웨이브에 적용한 연구는 국내에서 한 편이 검색되었다

[5]. 그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모발의 손상을 

줄이고 모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연성분을 이용한 트

리트먼트 제품에 대한 선행연구[6,7]가 다수 진행되어 

왔고, 또한 퍼머넌트 웨이브 환원제에 유효성분을 첨가

하는 연구[8,9]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퍼머넌트 웨

이브의 시술과정에서 전처리나 중간처리, 후처리 과정

에서 트리트먼트나 앰플의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고 제

품을 개발해 왔으나, 엔드 페이퍼에 유효성분을 흡착시

킨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기초 화장품 마스크팩 유효한 

성분이 모발에서도 유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

고 해당 유효 성분들을 엔드 페이퍼에 흡착시켜 퍼머넌

트 와인딩 시 적용하여 손상모에 모발 보호효과 및 모

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

였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서 보고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모발 시료

본 연구의 시료 모발은 20대 여성의 모발로 최근 2

∼3년간 화학 시술을 하지 않고, 병력 등의 소견이 없

으며 장기 약물 복용 이력이 없는 건강모발을 사용하였

다. 커트 시술을 받기 위해 헤어 살롱에 방문한 여성의 

모발을 두피에서 약 6 ㎝ 떨어진 지점에서 약 20 ㎝ 길

이로 채취하였다. 시술하고 버려진 폐 모발은 임의로 

처분해도 상관없으며, 작품공예 및 학술연구 등에 사용

해도 된다는 피험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 20 ㎝ 

길이로 커트된 모발을 짧은 모발은 정리하고 분리하여 

전자저울(FX-200i, AND, Korea)로 각각 1.2 g 씩 시

료의 상부를 실리콘으로 고정시킨 후 A사 중성샴푸로 

세척하고 미온수로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실내온도 

26 ℃, 습도 60%에서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고 건조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퍼머넌트 웨이브 전처리 재료 선정

일반적으로 피부 미용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마스크

팩의 주요 성분을 선정하여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전처

리제로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할 재

료 선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은 ‘화해어플’은 소비자들

에게 화장품의 전성분과 실제 사용 후기를 안내해주는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으로, 500만회 

이상 다운로드 되고 있으며, 국내 뷰티 부분 인기 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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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화해어플’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과 선호도를 반영하여 조사한 마스크팩 랭킹 10

위 안에 들어있는 제품 중에 실험에 사용할 마스크팩을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마스크팩 유효성분 중 청귤은 천연물

질인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알레르기

성, 항바이러스성, 항암성, 항염증성 등 다양한 생리활

성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항산화 및 항균성

에 대한 기능을 인정받아 기능성 식품 원료 소재로 사

용되고 있으며 여러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다[10].

콜라겐은 동물의 골격을 형성시키는 구성물질로 조직, 

연골, 힘줄, 피부 등의 주요 성분을 이루고 있는 섬유 단

백질로 아미노산으로 존재하며 안정된 구조로 되어 있다. 

피부탄력 개선, 피부 광노화 억제 등 기능성화장품의 소

재로 이용되고 있으며, 컨디셔닝 효과가 높으며 촉감을 

향상시키고 보습효과를 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기초

화장품 뿐 아니라 모발화장품으로도 쓰이고 있다[11]. 

어성초는 삼백초과에 속하며 한약재로도 사용되는 

식물이며,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탄닌, 퀘세틴 및 쿼세

트린 등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퀘세틴은 항균 

및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여러 유효한 기능이 입증되어 

기능성 식품 원료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청귤과 

콜라겐, 어성초가 함유된 마스크팩을 퍼머넌트 웨이브 

전처리 재료로 선정하였다. 이는 기초화장품과 모발화장

품은 원료를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초화장품의 

전성분 중 피부에 효과가 있는 유효성분들이 모발에도 

보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화학시술 시 

모발 보호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귤, 

콜라겐, 어성초가 주성분인 마스크팩을 선택하여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에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3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방법

본 실험을 측정하기 위해 손상모를 제작하여 사용하

였다. A사 10레벨의 산화 염모제와 6% 산화제를 제품

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1:1.5 비율로 자연 방치하여 시

료로 사용하였다. 퍼머넌트 웨이브 용제는 현재 미용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A사 치오 클리콜산암모늄염 1

제와 과산화수소 2제를 사용하였다. 

퍼머넌트 웨이브는 실내온도 25 ℃, 습도 63%에서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퍼머넌트 

시술에 사용될 엔드 페이퍼에 청귤, 콜라겐, 어성초 성

분이 함유된 마스크팩 유액을 10 g씩 30분간 흡착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모발시료에 환원제를 도포하고 

각각의 청귤, 콜라겐, 어성초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를 이용하여 스파이럴식 와인딩을 하였다. 설명

서 명시대로 열처리 10분, 자연방치 15분 후 산화제를 

2회로 나누어 총 14분 자연방치 하였다. 

엔드 페이퍼에 유효성분을 무처리한 시술 군을 대조

군 C로 명명하였고, 청귤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

킨 엔드 페이퍼 군을 G, 콜라겐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 군을 K, 어성초 마스크팩 유효성

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 군을 E, Table 1과 같이 명

명하였다. 

Table 1. Grouping of Experiment

Group Method
Group 

Name

Control - C

Experiment

green tangerine end paper G

collagen end paper K

Houttuynia cordate end paper E

2.4 모발 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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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 보습력 측정

모발 시료를 증류수 100 ml에 침지시키고 5분 후 

꺼내 여과지로 압착하여 무게를 측정한 후 건조기

(LD-918BH, LEQUIP, Korea)에 40 ℃, 30분 동안 건

조 시켰다.

보습력 건조후무게

건조전무게
×      (1)

2.6 인장 강도 측정

인장강도 측정은 만능재료시험기(TO-101, Testone, 

Korea)로 측정하며 측정 속도는 10 ㎜/min으로 하고 

표점 거리는 20 ㎜로 하였다. 각 군당 10개의 시료를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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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모표피 관찰

모표피는 주사전자현미경(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시료 모발을 

5 ㎜로 자르고, 진공이온코팅기(Ion Sputter: E-1020,

Hitachi, Japan)를 사용하여 약 20 ㎜ 두께로 이온코

팅(Au, Pt-Pd sputtering) 후 주사전자현미경(JSM- 

6400, JEOL, Japan)으로 1000배율로 촬영하였다.

2.8 모발 구성 원소 분석

모발 구성 원소는 에너지 분산 X선 분광법(EDS ;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모발의 구성 원소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산 분광 분석을 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JSM-6400, 

JEOL, Japan)으로 3,000배율에서 전자빔을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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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원소를 측정하였다. 

2.9 통계 분석 방법

통계프로그램 SPSS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분석방법은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s)을 실시하

였으며 사후분석으로는 Duncan test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측검정으로 유의수준 95%(p<0.05)에서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모발 굵기

본 실험의 모발 굵기 측정 결과 대조군 C의 모발 굵

기는 0.026 ± 0.0007 ㎜로 측정되었으며 Table 2 와 

같은 결과값이 나왔다(p<0.05). 어성초 마스크팩 유효

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군  E의 굵기는 0.027 ± 

0.0006 ㎜로, 대조군 C보다 4% 증가된 것으로 측정되

었다. 청귤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

군 G와 콜라겐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

이퍼군 K의 굵기는 대조군 C와 비슷한 두께로 측정되

었으며, 이들의 유의성을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성분 실험군들과 대조군 C는 유의미한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발의 아미노산 함량과 유사한 콜라겐을 화학적인 

시술 시 모발에 전처리 시술을 하게 되면 모발의 굵기가 

증가하고, 단백질 분해물이 함유된 전처리제를 도포한 

뒤 시술하였을 때 모발의 굵기가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3,14]. 또한 얇은 모발의 경우 모표피층이 얇고 

모피질 안의 간충물질의 양에 비해 표면적이 넓어서 외

부 환경에 취약하고 손상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이유

로 퍼머넌트웨이브 시술 시 굵은 모발에 비해서 얇은 모

발에 더 큰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반복되는 화학

적인 시술에 의해 손상된 모발이 얇아지기도 하지만, 퍼

머넌트용액인 환원제에 주성분으로 첨가된 알칼리 성

분이 모발에 팽윤작용을 일으켜 모발의 두께가 증가하

게 되기도 한다. 또한 산 성분을 중간처리로 적용한 선

행연구에서도 유기산에 의한 모발 굵기의 차이는 관측

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9]. 본 실험에서도 청귤에 포

함된 산성분의 영향으로 모발의 굵기에 영향을 주지 못

하여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The Hair Thickness Measurement of the 

Active Ingredients of the Maskpack

Group Mean ± SD (mm) N

C 0.026 ± 0.0007 10

G 0.026 ± 0.0009 10

K 0.026 ± 0.0006 10

E 0.027 ± 0.0006* 10

Analysis by One–way ANOVA. 

Post-Hoc : Duncan's test. p = 0.035

3.2 모발 보습력

모발의 흡습성을 응용해 모발의 손상정도를 평가하

는 척도로 모발의 보습력을 측정할 수 있다. 시료의 보

습력은 Table 3 와 같으며, 대조군 C는 68.71%로 현

저히 낮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청귤 마스크팩 유효성분

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군 G는 76.1%로 비교적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The Hair Moisturization Measurement of 

the Active Ingredients of the Maskpack

Group Mean ± SD (%) N

C 68.71 ± 1.98 10

G 76.10 ± 1.71 10

K 72.61 ± 1.73 10

E 70.24 ± 1.51 10

Analysis by One–way ANOVA. 

Post-Hoc : Duncan's tes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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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의 보습력은 G>K>E>C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

의확률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모발이 손상을 받아 물에 침지하게 

되면 물의 흡수량은 커지고 수분의 보유력은 약해져서 

쉽게 수분을 잃게 되므로 모발이 푸석푸석하고 건조하

게 되는데 마스크팩의 유효성분들이 친수성이 높은 기

능을 함유하고 있어서 모발의 촉감이 부드럽고 보습력

도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3.3 인장 강도

본 연구의 인장강도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본 실

험결과 어성초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

이퍼군  E가 107.37 ± 6.41 ㎜로 대조군보다 18.7% 

증가하는 결과로 실험군 중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콜라겐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 군 K가 102.34 ± 5.14 ㎜로 13.1% 증가, 청귤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 군 G가 

93.35 ± 6.94 ㎜로 3.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ascorbic acid를 환원제에 중간처리하여 퍼머

넌트 웨이브를 시술한 결과 ascorbic acid의 항산화 

성분으로 인장강도가 증가 하였다는 선행연구와 같이, 

본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15]. 그러나 대조군 C의 

경우, 모발에 환원제가 케라틴 단백질과의 화학반응을 

통해 모발 인장력을 감소시키게 된 결과로 모발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16]. 

Table 4. The Hair Tensile Strength Measurement of 

the Active Ingredients of the Maskpack

Group Mean ± SD (gf/㎟) N

C 90.45 ± 6.46 10

G 93.35 ± 6.94 10

K 102.34 ± 5.14 10

E 107.37 ± 6.41 10

Analysis by One–way ANOVA. 

Post-Hoc : Duncan's test. p < 0.01

3.4 SEM을 이용한 모표피 관찰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엔드 

페이퍼에 흡착시켜 모발 손상방지 효과를 확인하고자 

SEM을 이용하여 1000배율 확대하여 측정하였다. 관찰

결과 Fig. 1 과 같이 나타났다.

대조군인 C는 모표피 상태가 전체적으로 들떠있고 

큐티클이 탈락된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청

귤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군 G의 

모표피 상태는 대조군인 C와 비교할 때 큐티클이 팽윤

되어 부분적으로 들뜸 현상을 보였고, 콜라겐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군 K도 부분적으로 

팽윤되어 들뜸이 관찰되지만 비교적 안정적이고 대체

적으로 큐티클이 밀착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어성초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군 E는 큐

티클이 탈락되거나 마모되지 않고, 큐티클의 문리가 뚜

렷하고 들뜸 현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피질층의 다공성 부분을 채워 주어 모발 표면이 

매끄러워졌다는 선행연구와 같이, 어성초 마스크팩 유

효성분과 콜라겐 마스크팩 유효성분 등이 모발의 표면

에 다공성 동공현상을 채워주고 모발 표면에 막을 형성

하여 모발 손상을 완화시킨 것으로 사료된다[17].

C G

K E

Fig. 1. Comparison of cuticle being observed by 

electronic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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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DS를 이용한 모발 구성 원소 분석

본 실험은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후 모발의 구성원

소의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EDS를 3,000배율로 하여 

측정한 결과 Table 5 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5. The Surface Element Analysis Result 

Using EDS

Group
Elements(%)

Carbon Nitrogen Oxygen Sulphur

C 63.34 12.49 21.61 2.28

G 63.37 10.94 22.75 2.40

K 53.33 17.59 25.30 3.38

E 53.06 17.42 25.08 4.04

C

G

K

E

Fig. 2. lntensity of element being represented in 

EDS graph

모발의 표면원소분석을 측정한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Virgin hair의 원소 질량율과 비교하였다[18]. 

해당 연구에서 C가 57.43%, N가 14.43%, O가 

22.57%, S이 4.96%로 나타났으며, 이중 모발의 주요 

원소인 황의 함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발 시료 중 

모발의 표면원소분석을 측정한 결과 무처리 대조군 C

는 황 함량이 2.28%로 나타났으며 E > K > G > C 순

으로 Fig. 2 와 같이 나타났다.

퍼머넌트 시술시 어성초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

시킨 엔드 페이퍼군  E가 4.04%로 가장 많은 황을 함유

하고 있었으며 대조군 C군 보다 77.2% 증가한 함량으

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기똥풀 추출물을 트리

트먼트 전처리한 후 황의 함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가 본문을 뒷받침 하며[6], 황 함량이 적을수록 

모발 손상률이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러

한 결과는 어성초 마스크팩 유효성분이 시스틴의 재결

합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으며, 퍼머넌트 웨이브에 의

한 모발 손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마스크팩의 유효성분을 엔드 페이퍼에 흡

착시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시 모발의 보호 효과 및 

손상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마스크팩의 유효성분들을 

엔드 페이퍼에 적용하여 각각의 유효성분들에 따라 모

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퍼머넌트웨이브 시술 후 모

발 시료의 손상도를 비교 평가 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

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모발 굵기 측정 결과 어성초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군 E가 모발 손상도가 적었고, 콜

라겐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군 K

와 청귤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군 

G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발 보습력 실험 결과 대조군 C는 68.71%로 현저

히 낮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청귤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군 G는 76.1%로 비교적 많은 수

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발의 보습력

은 청귤 G > 콜라겐 K > 어성초 E > 대조군 C 순으로 

나타났다.

인장강도 측정결과 어성초 E > 콜라겐 K > 청귤 G 

> 대조군 C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성초 마스크팩 유효

성분이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로 인한 모발을 보호하고 

모발의 탄력을 돕는 것으로 사료된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엔드 

페이퍼에 흡착시켜 모발 손상방지 효과를 확인하고자 

SEM을 이용하여 1000배율 확대하여 측정하였다.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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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C는 모표피 상태가 전체적으로 들떠있고 큐티클

이다수 탈락되어 있다. 청귤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

시킨 엔드 페이퍼군 G와 콜라겐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군 K의 모표피 상태는 대조군인 

C와 비교해 보면 큐티클이 부분적으로 들뜸 현상이 보

였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대체적으로 밀착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어성초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흡착시킨 엔드 

페이퍼군 E는 모표피 표면이 탈락되거나 마모되지 않

고 큐티클의 문리가 뚜렷하고 들뜸 현상이 거의 관찰되

지 않았다. 

모발의 구성원소의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모발의 표

면원소분석을 측정한 결과, 모발의 주요 구성원소 중 

모발의 주요 원소인 황의 함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발의 표면원소분석을 측정한 결과 어성초 E > 콜라겐 

K > 청귤 G > 대조군 C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보다는 

마스크팩의 유효성분들을 첨가하여 실시한 시술이 손

상이 적었고, 특히 어성초 마스크팩 유효성분을 엔드 

페이퍼에 흡착시킨 실험군이 모발 손상 감소에 효과적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마스크팩의 유효 성분의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기

초 화장품에서 인정받은 유효성분들을 활용한 모발화

장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화학적인 시술인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료와 도구들에 대한 개발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의 제

한점으로는 1명의 모발을 채취하여 시료로 사용하였으

며, 시료 건조의 조건과 방식, 실험에 사용한 제품회사

와 실험방법에 따라 실험결과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100% 재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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