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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터를 포함한 네일 에나멜 제품의 유해 금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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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re-establishment of standards (criteria) and

analytical methods for hazardous metals in nail enamel.

Methods: Ten metals (lead; Pb, arsenic; As, cadminum; Cd,  antimony: Sb, cobalt; Co, nikel; Ni, copper; Cu,

chromium; Cr, aluminum; Al, and mercury; Hg) were measured in 67 commercial nail enamels containing glitter

and/or pearls. The content of hazardous metals (excepting Hg) was determined by using an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photometer (ICP-OES) after microwave digestion. Mercury content was

measured by a mercury analyzer without any preparation. 

Results: The detected ranges of the intact samples were as follows: ND - 1.756 µg/g for Pb, ND - 1.24

µg/g for As, ND for Cd, ND - 20.41 µg/g for Sb, ND - 12.36 µg/g for Co, ND - 7.908 µg/g for Ni, 0.088

- 79.27 µg/g for Cu, 0.281 - 18.54 µg/g for Cr, 13.78 - 3 563 µg/g for Al, and ND - 0.044 µg/g for Hg.

After centrifugation, the detected ranges of supernatant were as follows: ND - 0.435 µg/g for Pb, ND -

0.504 µg/g for As, ND for Cd, ND - 0.035 µg/g for Sb, ND - 13.17 µg/g for Co, ND - 0.232 µg/g for Ni,

0.117 - 90.07 µg/g for Cu, 0.174 - 2.787 µg/g for Cr, and 9.459 - 1 565 µg/g for Al.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s of heavy metals such as Pb, As, and Sb were much higher in the intact

samples than those of supernatant.

Conclusion: In the present study, we found that the levels of hazardous metal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status of the presence of glitter. Based on the results, we recommend that the product consumer

refrain from prolonged application of nail enamel, avoid biting or chewing the nails, and wear gloves during

cooking and washing dishes.

Keywords: Glitter, hazardous metals,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photometer

(ICP-OES), nail enamel

I. 서 론

화장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체에 직접

사용하고, 짧게는 수 시간부터 길게는 일주일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

다.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미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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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화장품의 종류 및 사용방

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화장품은 다양한 성분

이 혼합되어 있고 그 중 착색을 목적으로 무기안

료인 아연, 알루미늄, 바륨 등 금속과 철, 크롬, 니

켈 등이 함유된 황산화철, 흑산화철, 산화크롬, 수

산화크롬 등이 사용되고 있다. 유기 색소는 타르색

소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것

이 많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따로 규

정되어있다. 이들이 주로 쓰이는 색조화장품 중의

중금속은 수포, 습진, 소양증 등을 동반한 알레르

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다량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1)

중금속 중 납과 수은은 신경 독성물질로 납은 지

능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6가 크롬, 비소와 니켈

은 발암성과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

으며 카드뮴은 이타이타이병과 생식장애, 폐기종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런 중금속은 생체내

로 흡수되면 생체 내 물질과 결합하여 잘 분해되

지 않고 축적되어 인체에 더욱 유해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2)

E.L. Sainio 등3)은 납, 코발트, 니켈, 크롬 및 비소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이 섀도의 중금속을 스크리

닝한 결과, 납과 비소는 각각 20 µg/g 이하로, 코발

트와 니켈은 각각 20 µg/g 이상 검출되었다고 발표

했다. 또한 I. Al-Saleh 등4)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

입되는 화장품중 립스틱과 아이새도우의 납을 분석

한 결과 각각 0.27 ~ 3 760 µg/g, 0.42 ~ 58.7 µg/g

으로 납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20 µg/g 이상의 몇

몇의 화장품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A. D. Monnot

등5)과 A. Zakaria 등6)은 립스틱 중의 납 또는 중금

속(납, 카드뮴, 크롬)의 노출에 대한 건강 위해도 평

가를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최채만 등7)이 색조화

장품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여 유형별, 색상별로 비

교하여 발표하였다. 

21세기의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네일아트산업이 빠

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네일 에나멜을 쇼

핑몰의 전문 네일 샬롱 및 전문 네일샵을 통해 구

매하거나 네일아트 관리(시술)를 받고 있다. 그 중

글리터나 펄 소재의 네일아트는 여성스럽고 화려해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화려한

광택과 금속성 느낌을 주기위해 코팅한 합성수지나

진주안료를 주로 사용한다. 현재까지 네일 에나멜

의 유기용매의 유독성과 네일 살롱의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몇몇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9-11) 중금속,

프탈레이트류등 유해물질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본 연구는 유통 중인 글리터나 펄을 포함

하고 있는 네일 에나멜 제품의 유해 금속 함유량

을 조사하여 화장품의 안전기준 마련에 자료로 제

공하고자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대표적인 온라인, 오프

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네일 에나멜 제품 중

펄이나 글리터와 같은 반짝이가 들어있는 67개 제

품을 구입하여 제품 그대로(이하 원심분리하지 않은

시료)와 그 제품을 원심분리기(UNIVERSAL 320,

Hettchi, Germany)로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

리하여 펄이나 글리터를 제거한 상등액(이하 원리분

리 시료)을 가지고 유해금속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시약 및 초자

분해용 시약으로 유해금속측정용 질산(Wako pure

chemicals, Japan) 유해금속측정용 황산(Wako pure

chemicals, Japan), 불화수소산(J.T.Baker, USA)을

사용하였고, 실험에 사용한 물은 초순수 제조장치

(PURELAB ultra, ELGA, UK)를 통과한 것으로

18.2 MΩ 수준으로 정제된 초순수를 사용하였다. 마

이크로웨이브 및 기기분석에 사용된 초자 및 기구들

은 초자세척기로 세척한 후 금속오염을 막기 위해

30% 질산에 6시간 이상 담근 후에 초순수로 헹군

다음 건조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photometer (ICP-

OES) (OPTIMA 2100DV, Perkin-Elmer, USA)로 납,

비소, 카드뮴, 안티몬, 코발트, 니켈, 구리, 크롬 분

석을 위해 Quality Control Standard 21 100 mg/L

(Perkin-Elmer, USA)과 알루미늄 분석을 위해서 ICP

multi elements standard solution VIII 100 mg/L

(Merck KGaA, Germany)를 표준용액으로 0.5 N

HNO3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수은 분석을 위해

Mercury standard solution 1000 mg/L (Merck

KGaA, Germany) 표준액을 0.001% L-cystein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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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 용액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직접 수

은분석기(DMA-80, Milestone, Italy)을 이용해 분

석하였다.

3. 마이크로웨이브로 시료 분해 및 분석

시료 1 g을 분해용 용기에 정확히 취한 후 질산

7 mL, 황산 2 mL, 불화수소산 1 mL를 넣어 마이

크로웨이브 분해장치(Microwave Digestion System:

START D Milestone)로 무색~엷은 황색이 될 때까

지 분해하였다. 상온으로 식힌 다음 붕산과포화용

액을 5 mL 넣고 0.5 N HNO3를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하였고 따로 질산 7 mL, 황산 2

mL, 불화수소산 1 mL를 가지고 검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공시험액으로 하였다.12) 표준액으로 납,

비소, 카드뮴, 안티몬, 코발트, 니켈, 구리, 크롬의

멀티 표준원액을 0.5 N HNO3로 희석하여 0.05,

0.1, 0.3, 0.5, 1, 2 mg/L 농도로 만들었고 알루미

늄은 표준원액을 희석하여 2, 5, 10, 20, 50 mg/L

농도로 만들어 ICP-OES에 주입하여 얻은 검량선

을 가지고 9종류의 금속의 양을 측정하였다. 

4. 수은분석기로 수은 측정

원심분리하지 않은 시료 50 mg을 정밀하게 달아

직접 수은분석기로 측정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공

시험을 실시하고 수은표준원액을 0.001% L-cystein

(시스테인) 용액으로 희석하여 0.02, 0.05, 0.1, 0.2,

0.5 mg/L 농도로 만들어 수은분석기에 주입하여 얻

은 검량선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III. 결 과
 

1. 검출 및 정량한계

납, 비소, 카드뮴, 안티몬, 코발트, 니켈, 구리, 크

롬, 알루미늄 및 수은 10종 금속의 검량선은 0.999

이상의 직선성을 보였다. 검량선을 이용한 검출한계

와 정량한계는 Table 1과 같다.

2. 표준물질을 사용한 회수율 측정 

미국 표준과학원에서 구입한 Peach Leaves 1547

(NIST, USA), Spinach Leaves 1570a (NIST,

USA)와 캐나다 국가조사위원회의 MESS-4 (NRC,

Table 1. Results from the validation test for the analysis of 10 elements

Elements(µg/kg)

Pb As Cd Sb Co Ni Cu Cr Al Hg

LOD* 1.04 4.75 3.12 1.27 1.37 1.47 2.56 1.55 26.91 0.0495

LOQ† 3.14 14.38 9.44 3.84 4.15 4.46 7.76 4.68 81.55 0.1653

Linearity(R2) >0.9999 >0.9999 >0.9999 >0.9999 >0.9999 >0.9999 >0.9999 >0.9999 >0.9999 >0.999
* Limit of detection = 3.3σ/S
† Limit of quantitation = 10σ/S

Table 2. Recovery of metal with standard reference material(SRM) 

Element Material Certified (mg/kg) Measured (mg/kg) Recovery (%) 

Pb SRM 1547 0.87 ± 0.031) 0.939 ± 0.160 107.9 

As CRM MESS-4 21.77 ± 0.03 21.78 ± 0.15 100.4 

Cd SRM 1570a 2.876 ± 0.058 2.948 ± 0.032 102.5 

Sb CRM MESS-4 1.07 ± 0.16 1.049 ± 0.040 98.0 

Co CRM MESS-4 13.0 ± 0.8 12.68 ± 0.36 97.5 

Ni CRM MESS-4 42.8 ± 1.6 42.84 ± 5.02 100.1 

Cu SRM 1547 3.7 ± 0.4 3.684 ± 0.070 99.6 

Cr SRM 1547 1.0 ± 0.00 0.998 ± 0.059 99.8 

Al SRM 1547 249 ± 8 236.0 ± 1.7 94.8 

Hg SRM 1547 0.031 ± 0.007 0.030 ± 0.005 96.8 

1) Data were expressed as average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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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검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회수율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 기준이 설정된 유해 금속

시중에 유통 중인 네일 에나멜 중 펄이나 글리터

가 포함된 67종을 대상으로 있는 원심분리하지 않은

시료를 전처리하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기준) 에 기준이 설정된 납, 비소, 카드뮴, 안티

몬을 분석한 결과, 납은 39건(58.2%), 비소는 26건

(38.8%), 안티몬은 35건(52.2%), 수은은 42건(62.7%)

에서 검출되었고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각각 금

속의 검출범위는 납은 불검출 ~ 1.756 µg/g, 비소는

불검출 ~ 1.24 µg/g, 수은은 불검출 ~ 0.044 µg/g로

각각의 안전기준인 20, 10, 1의 1/10 수준이하로 검

출되었다. 안티몬의 검출범위는 불검출 ~ 20.41 µg/g

이며 그중 19건(28.4%)에서 안전기준인 10 µg/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Table 3). 

또한 원심분리 시료를 전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납은

34건(50.8 %), 비소는 17건(25.4 %), 안티몬은 1건

(1.5 %)에서 검출되었고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각각 중금속의 검출범위는 납은 불검출 ~ 0.435 µg/g,

비소는 불검출 ~ 0.504 µg/g, 안티몬은 불검출 ~ 0.035

µg/g이며 모두 화장품의 중금속 안전기준에 적합하였

다(Table 4). 원심분리하지 않은 시료와 원심분리 시료

의 유해금속 검출량을 비교해보면, 납은 38.1%, 비소

는 25.6%로 감소하였으며, 안티몬의 경우 거의 검출

되지 않았다(Fig. 1).

4. 기준 미설정 유해우려 금속

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코발트, 니켈, 구리, 크롬

과 알루미늄을 분석하기 위해 있는 원심분리하지 않

은 시료를 전처리했을 때 코발트는 66건(98.5%), 니

켈은 25건(37.3%), 구리, 크롬과 알루미늄은 67건

(100 %)에서 검출되었으며 각각의 검출범위는 코발트

는 불검출 ~ 12.36 µg/g, 니켈은 불검출 ~ 7.908 µg/g,

구리는 0.088 ~ 79.27 µg/g, 크롬은 0.281 ~ 18.54 µg/g,

알루미늄은 13.78 ~ 3563 µg/g이였다(Table 5). 

원심분리 시료를 전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코발트

는 63건(94.0%), 니켈은 5건(7.5%), 구리, 크롬과 알

루미늄은 67건(100%)에서 검출되었으며 각각 금속의

Table 3. Metal concentration of nail enamel with pearl and glitter(Hole)

Element No. of samples
Detected(mg/g) 

Range

No. of samples

Detected (%)

No. of samples

violated (%)

Criteria

(mg/g)

Pb 67
0.210 ± 0.2981) 

(ND2) ~ 1.756)3) 39 (58.2) - ( - ) 20

As 67
0.177 ± 0.319

(ND ~ 1.24)
26 (38.8) - ( - ) 10

Cd 67
ND

ND
- ( - ) - ( - ) 5

Sb 67
5.053 ± 6.026

(ND ~ 20.41)
35 (52.2)  19 (28.4) 10

Hg 67
0.016 ± 0.014

(ND ~ 0.044)
42 (62.7) - ( - ) 1

1) Data were expressed as average ± Standard deviation

2) Not Detected

3) Range (minimum ~ maximum)

Fig. 1. Distribution of lead, arsenic, cadmium and

antimony between hole and supernatant of nail

en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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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범위는 코발트는 불검출 ~ 13.17 µg/g, 니켈은 불

검출 ~ 0.232 µg/g, 구리는 0.117 ~ 90.07 µg/g, 크롬

은 0.174 ~ 2.787 µg/g, 알루미늄은 9.459 ~ 1565 µg/

g이였다(Table 6). 원심분리하지 않은 시료와 원심분

리 시료의 유해우려 금속 검출량을 비교해보면, 코

발트는 28.8%, 니켈은 2.0%, 크롬은 38.2%, 구리

39.7%, 알루미늄은 53.9%로 감소하였다(Fig. 2).

IV. 고 찰

납, 비소, 카드뮴, 안티몬, 수은과 그 화합물은 화

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자연환경에 의하

여 원료의 불순물로 존재하거나 제조 또는 보관 중

오염에 의해 미량이지만 다양한 화장품에 검출될 수

있어 인체 노출량을 바탕으로 위해도를 평가해 인체

Table 4. Metal Concentration of nail enamel without pearl and glitter(supernatant)

Element No. of samples
Detected(mg/g) 

Range 

No. of samples

Detected (%)

No. of samples

violated (%)

Criteria

(mg/g)

Pb 67
0.080 ± 0.1091) 

(ND2) ~ 0.435)3) 34 (50.8) - ( - ) 20

As 67
0.045 ± 0.107

(ND ~ 0.504)
17 (25.4) - ( - ) 10

Cd 67
ND

ND
- ( - ) - ( - ) 5

Sb 67
0.001 ± 0.004

(ND ~ 0.035)
1 ( 1.5) - ( - ) 10

1) Data were expressed as average ± Standard deviation 

2) Not Detected

3) Range (minimum ~ maximum)

Table 5. Metal Concentration of nail enamel with pearl

and glitter(hole)

Element
No. of 

samples

Detected(mg/g) 

Range

No. of samples

Detected (%)

Co 67
1.615 ± 2.4071) 

(ND2)~ 12.36)3) 66 (98.5)

Ni 67
0.313 ± 1.340

(ND ~ 7.908)
25 (37.3)

Cu 67
5.517 ± 11.598

(0.088 ~ 79.27)
67 (100)

Cr 67
1.162 ± 2.308

(0.281 ~ 18.54)
67 (100)

Al 67
991 ± 996

(13.78 ~ 3563)
67 (100)

1) Data were expressed as average ± Standard deviation 

2) Not Detected

3) Range (minimum ~ maximum)

Table 6. Metal concentration of nail enamel without

pearl and glitter(supernatant)

Element
No. of 

samples

Detected(mg/g) 

Range

No. of samples

Detected (%)

Co 67
0.465 ± 1.7061)

(ND2)~ 13.17)3) 63 (94.0)

Ni 67
0.006± 0.032

(ND ~ 0.232)
5 (7.5)

Cu 67
2.192 ± 11.061

(0.117 ~ 90.07)
67 (100)

Cr 67
0.444 ± 0.348

(0.174 ~ 2.787)
67 (100)

Al 67
534 ± 544

(9.459 ~ 1565)
67 (100)

1) Data were expressed as average ± Standard deviation 

2) Not Detected

3) Range (minimum ~ maximum)

Fig. 2. Distribution of cobalt, nickel, chromium, cupper

and aluminum between hole and supernatant of

nail en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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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분한 안전역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

의도적 검출한도를 설정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

한 규정으로 고시하였다.12)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 그룹

2A(IRAC, 2006)로 분류되어 있는 납은 우리나라 안

전기준이 20 µg/g이다. FDA, 브라질, 독일 역시 기

준이 20 µg/g이며 캐나다는 10 µg/g으로 설정되어

있다. 분석한 네일 에나멜 67건 모두 기준의 1/10

이하로 검출되어 모두 적합하였다. 비소와 무기 비

소화합물은 발암성 인정되어 인체발암가능물질 그룹

1(IRAC, 2012)로 분류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비소 안

전기준은 10 µg/g이나 독일과 캐나다는 각각 3, 5

µg/g이다. 네일 에나멜에서 비소 역시 기준의 1/10

이하로 검출되어 모두 적합하였다. 카드뮴은 인체발

암가능물질 그룹 1(IRAC, 1993)로 분류되었으며, 독

일과 캐나다의 기준은 각각 5, 3 µg/g이며 우리나라

안전기준은 5 µg/g 이하로 네일 에나멜 67건에서 전

혀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기준이 1 µg/g 이하로 엄

격한 수은은 67건의 네일 에나멜에서 기준의 1/20

이하로 검출되었다. 안티몬의 중금속 분석 결과, 그

대로를 검액으로 쓴 경우 안전기준인 10 µg/g를 초

과한 건수가 19건으로 전체의 1/4 이상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원심분리하여 글리터를 제거한 경우는

납, 비소의 검출양이 1/3로 줄었고 특히 안티몬은

100% 제거되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검체가 없었는데

이는 원심분리하여 제거된 펄이나 글리터에서 안티

몬이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삼산화안티몬이 인체

발암가능물질 그룹 2B(IRAC, 1989)로 분류되어있

으며, 이러한 유해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준을

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실제 네일에나멜의 사용

법을 토대로 하는 시험방법 설정이 필요하다. 

화장품에서 코발트, 니켈, 구리, 크롬과 알루미늄

의 안전기준은 설정되어있지 않다. 코발트 화합물

(디클로라이드, 벤젠설포네이트, 설페이트), 니켈과

그 화합물(디히드록사이드, 디옥사이드, 모노옥사이

드, 설파이드, 설페이트, 카보네이트), 크로믹애씨드

및 그 염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나 원

료의 불순물로 존재하거나 오염물로 검출될 수 있다.

코발트와 그 염류는 발암가능물질 그룹 2B(IRAC,

1991)로 분류하고 EU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을 엄격

히 금지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생기는

불순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허용량을 아직까지 규

정하고 있지 않다(Table 7).

원심분리하지 않은 시료를 분해한 경우, 코발트의

경우 1 µg/g을 넘는 검체가 23건으로 검체의 1/3이

1 µg/g을 초과했다.

Table 7. Review of hazardous metals present in cosmetic products

Element

Criteria (ug/g)

Agent (Chemicals)
Classification 

by IARC* Korea
Other 

country

Cd 5 3 - 5 cadmium and its compounds Group 11) 

Pb 20 10 - 20 lead compounds, inorganic Group 2A2) 

As 10 3 - 5

arsenic and inorganic arsenic compounds  Group 1 

monomethylarsonic acid(MMA) and dimethylarsinic acid(DMA) Group 2B3)

arsenobetaine and other organic arsenic compounds  Group 34) 

Sb 10 5 - 10  antimony trioxide Group 2B 

Hg 1 1 - 3 metallic mercury and inorganic mercury compounds Group 3 

Co - 1 metallic cobalt, cobalt compounds, cobalt sulfate, other soluble salts of cobalt(II) Group 2B 

Ni - -
nickel(II) compounds Group 1

nickel, metallic and alloys Group 2B

Cr - - chromium(VI) compounds Group 1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1) Group 1 carcinogenic to humans

2) Group 2A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3) Group 2B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4) Group 3 not class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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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코발트나 코발트설페이트, Co(II)염은 알러지

성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소비재에

1 µg/g 이상의 코발트를 함유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

고 있다.13) 일찍이 인체발암가능물질 그룹 1(IRAC,

1990)로 분류된 금속성 니켈과 니켈(II) 화합물은 EU

에서 니켈과 그 염을 화장품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

으나 그 불순물로 잔류는 허용하고 있다. 67건의 네

일 에나멜 중 3건에서 1 µg/g을 넘는 니켈이 검출

되었다. 2003년 Basketter 등14)은 자극제 존재하에

니켈에 자극되었거나 반복 노출로 감작된 사람도 10

µg/g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발표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자들은 생필품이 5

µg/g 이상의 니켈을 함유해서는 안 되고 더 안전하

기 위해서는 1 µg/g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3) 

네일 에나멜 16건에서 1 µg/g 이상의 크롬이 검출

되었다. 크롬옥사이드그린 Cr(III)oxide green과 크롬

하이드록사이드그린 Cr(III)hydroxide green은 화장품

의 색소로 사용 가능하다. 발암가능물질 그룹 1(IRAC,

1990)로 분류된 크롬(VI) 화합물은 물에 용해하면 6

가 크롬이온을 생성하는데 크롬(III) 화합물보다 용해

성이 커 피부 투과율이 높아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15) EU에서 화장품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순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1 µg/g 이하

를 채택하고 있고 더 낮은 농도에서도 알러지성 접촉

성 피부염이 발병할 위험이 있다고 발표하였다.13) 

구리나 알루미늄은 착색제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로 다른 금속들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다. 구리

는 인체 내의 필수 금속중 하나로 철의 대사에 관

여하며 고농도로 흡입하면 눈, 코, 입에 자극을 자

져오고 경구 섭취로 인해서 오심, 구토, 설사, 황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또한 알츠하이

머나 파킨슨 환자의 뇌에서 다량의 알루미늄이 발견

되면서 알루미늄이 이런 질환과 연관있다는 여러 연

구가 발표되고 있다.17-19)

원심분리하여 글리터를 제거한 경우는 경금속인

알루미늄은 50% 정도 제거되었으며 구리, 크롬, 코

발트 순서로 많이 제거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니켈

은 98% 제거되었다. 

V. 결 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네일 에나멜 제품 중 펄

이나 글리터와 같은 반짝이가 들어있는 67개 제품

을 대상으로 유해 금속인 중금속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글리터를 포함한 원심분리하지 않은 네일 에나멜

전체를 분석한 결과, 납, 비소, 카드뮴, 수은은 각각

ND ~ 1.756, ND ~ 1.24, ND, ND ~ 0.044로 모두

기준치 20, 10, 5, 1 µg/g 이하로 화장품의 안전기

준에 적합하였으나, 안티몬은 ND ~ 20.41 µg/g으로

19건(28.4%)이 기준인 10 µg/g를 초과하였다. 또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코발트, 니켈, 구리, 크

롬, 알루미늄은 각각 ND ~ 12.36 µg/g, ND ~ 7.908

µg/g, 0.088 ~ 79.27 µg/g, 0.281 ~ 18.54 µg/g, 13.78

~ 3563 µg/g 검출되었다.

원심분리하여 글리터를 제거하고 네일 에나멜을

분석한 결과, 납, 비소, 카드뮴, 안티몬은 각각 ND

~ 0.435, ND ~ 0.504, ND, ND ~ 0.035 로 모두 기

준치 20, 10, 5, 10 µg/g 이하로 화장품의 안전기준

에 적합하였다. 또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코

발트, 니켈, 구리, 크롬, 알루미늄은 각각 ND ~ 13.17

µg/g, ND ~ 0.232 µg/g, 0.117 ~ 90.07 µg/g, 0.174 ~

2.787 µg/g, 9.459 ~ 1565 µg/g 검출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 글리터를 제거하고 실험한 안

티몬 분석 결과를 정확한 안티몬 결과로 사용해야하

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준 설정이 되어있지 않으

나 알러지 유발물질로 의심할 만한 코발트, 니켈, 크

롬의 위해도 평가를 통한 안전역 확보가 필요하며

이번 실험을 통해 글리터가 들어있는 네일 에나멜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삼가하고 바른 후에는 손톱을

물어뜯거나 빨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요리할 때 비

닐장갑을 끼고 설거지할 때도 고무장갑을 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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