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류산업학회지 J. Kor. Soc. Cloth. Ind.
제8권 제4호, 2006 Vol. 8, No. 4, pp.441-448(2006)
＜연구논문＞

441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방법에 따른 모발의 물리적·역학적 특성 변화

유태순
1)
·김정해

1)
·정연

2)

1)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과

2) 경북도립 경도대학 뷰티디자인과

The Change of Hair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Permanent Wave Treatment Method

Tae-Soon Yoo
1)

, Jung-Hae Kim
1)

 and Youn Jung
2)

1) Dept. of Textiles & Cloth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 Korea

2) Dept. of Beauty Design, Gyeongdo Provincial College, Yecheon, Korea

Abstract : This research is the hair damage as treating a permanent wave before and after that is compared and analyzed
the change of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This is the survey of women's hair in 20 years old. On the basis of this
we would like to analyze a extend of hair damage. Also, we would to show a basic data for hair damage prevention and
hair improvement to keep the beautiful and healthy hair. The conclusion is as follow. : The swelling degree after the treat-
ment was found to be greater than before permanent wave treatment. For the formational characteristics wave, untreated
hair certainly had more elastic S curl wave than damaged hair in all the permanent wave treatments, and damaged hair
and extremely damaged hair had less elasticity and had saggy S curl wave. The protein permanent and soft permanent
wave had thicker, gorgeous, and better elastic wave than the regular permanent wave and direct heating permanent wave
in all the hair condition. As the degree of damage on hair got greater, the tensile strength dramatically decreased and as
the degree of damage got greater, the elongation was great as well. For treatment method, direct heating permanent wave
showed the greatest effect, causing the most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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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산업발달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시키고, 이에 따른 미의 추구와 시대

적 요구는 우리 삶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패

션산업과 함께 미용 산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은 급속도

로 빠르게 변화되었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시간

이 절약되고 간편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퍼머넌트 웨이브

의 수요도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는 퍼머넌트 웨이브에 있어 단지 웨이브

를 형성하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개개인의 개성과 취향에

맞추어 미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

게 하였을 뿐 만 아니라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에 있어서도 시

술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서도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

한 종류와 기법들을 등장시키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헤어 샵에서 주로 행해져오고 있는 콜드식 퍼

머넌트 웨이브와 기존의 히트식 퍼머넌트 웨이브를 새롭게 발

전시켜 성행하고 있는 히트식 퍼머넌트 웨이브 등 다양한 퍼머

넌트 웨이브 시술 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 또한

많아져 이에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콜드식 퍼머넌트 웨이브 처리시의 모발변화

(Syed, 1997; 신희심, 2000; 정연, 2001; 노정애, 2004)와 히트

식 퍼머넌트 웨이브 처리시의 모발변화(이은경, 2003; 전수영,

2005)에 관한 개개의 연구들이고, 이들 각각의 퍼머넌트 웨이

브 시술방법에 따른 모발의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는 거의 드

문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시술해왔던 콜드 2욕식의

퍼머넌트 웨이브 2가지와 히트 2욕식의 퍼머넌트 웨이브 2가

지 등의 4가지 시술방법을 손상도가 다른 모발에 처리함에 따

라 모발의 물리적·역학적 손상도를 측정하여 모발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서, 현장에서 모발의 상태에 따른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방법 선택의

기초 및 응용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Corresponding author; Tae-Soon Yoo

Tel. +82-53-850-3531, Fax. +82-53-850-3531

E-mail: tsyoo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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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시료모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 모발은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대구지역의 미용실에서 현재 어떠한 약물복용 및 흡연이나 다

이어트를 하지 않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모발에다 어떠한 화

학적 처리도 하지 않은 만 20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채취하였

다. 선택된 여성의 모발은 두피로부터 1 cm 부위에서 20 cm

미만의 길이로 채취하여 모근 부위의 끝을 실로 고정시킨 후

모발이 상하지 않도록 베이비샴푸를 푼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

고 1차 증류수로 충분히 헹군 후, 자연 건조시켜 65%RH로

조정한 데시게이터에 밀폐·보관하여 각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퍼머넌트 웨이브 용제

Table 1은 본 실험에 사용된 퍼머넌트 웨이브 용제의 주성분

을 나타낸 것으로 2005년 초까지 대구지역의 대표적 미용 재

료상에서 많이 판매된 2욕법의 콜드식과 히트식 퍼머넌트 웨

이브 용제이다.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환원제는 기존에 가장

많이 시술해왔던 치오클리콜산을 이용한 콜드 2욕식의 퍼머넌

트 웨이브 1종(이하 일반 퍼머로 칭함)과, 시스테인을 주성분으

로 모발손상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간

의 단축으로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에 맞춘 콜드 2욕식의

퍼머넌트 웨이브 1종(이하 단백질 퍼머로 칭함), 그리고 새로운

치오클리콜산을 이용하여 모발을 팽윤과 유연화 시킨 후 열을

가하여 웨이브를 형성시키는 히트 2욕식의 퍼머넌트 웨이브 1

종(이하 연화 퍼머로 칭함),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모발에 도

포한 후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열처리과정으로 웨이브를 완성

시키는 히트 2욕식의 퍼머넌트 웨이브 1종(이하 직화 퍼머로

칭함) 등의 4가지이고, 절단된 시스틴결합을 재결합시키는 산

화제로서는 모두 브롬산나트륨이 주성분이다.

2.3. 모발의 시술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전 모발의 시술 : 퍼머넌트 웨이브 시

술전의 모발은 미처리모발, 손상모발, 극손상모발로 구분되도록

Table 1. 퍼머넌트 웨이브 용제의 주성분

종류 환원제 산화제

콜드식 일반퍼머 치오클리콜산암모늄 브롬산나트륨

단백질퍼머 시스테인, 시스테아민 브롬산나트륨

히트식 연화퍼머 치오클리콜산암모늄 브롬산나트륨 

직화퍼머 시스테인하이드로콘드라이드

암모늄치오글리콜레이트 

브롬산나트륨

Fig. 1.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순서도.

Fig. 2. 히트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순서도.

Table 2.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의 조건

모발 일반 퍼머 단백질 퍼머 연화 퍼머 직화 퍼머

미처리모발 환원시간(분) 40(15, 45
o

C) 30(15, 45
o

C) 30(110
o

C) 30(110
o

C)

연화시간(분) - - 40 -

산화시간(분) 10 10 10 10

손상모발 환원시간(분) 30(10, 45
o

C) 25(10, 45
o

C) 25(110
o

C) 25(110
o

C)

연화시간(분) - - 30 -

산화시간(분) 10 10 10 10

극손상모발 환원시간(분) 25(5, 45
o

C) 20(5, 45
o

C) 20(110
o

C) 20(110
o

C)

연화시간(분) - - 8 -

산화시간(분) 10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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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한 후 각각의 모발에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을 하였으며 모

든 시술은 미용경력 5년의 숙련자가 행하였다. 먼저 미처리모

발은 6개월 이내에 퍼머넌트 웨이브나 스트레이트, 염색, 탈색

등의 어떠한 화학약품으로 처리되는 미용시술을 하지 않은 모

발을 말한다. 손상모발은 A사의 크림타입 황갈색(염색 7레벨)

의 염모제로 미처리모발에 염색한 모발을 말하며, 극손상모발

은 B사의 크림타입 탈색제로 미처리모발을 밝은 노란색(탈색

8레벨)까지 탈색한 모발을 말한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 Fig. 1과 Fig. 2는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시의 순서를, Table 2는 시술시의 열처리와 시술시간의 조

건을 나타낸 표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과 순서로 시료모발에 퍼

머넌트 웨이브를 시술하였다.

2.4. 모발의 물리적 특성

팽윤도 : 팽윤도의 측정은 팽윤 전후에 따른 모발 단면직경

이나 단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모발의 단면

형태가 불규칙하고 단면적의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간접

적인 방법으로서 모발의 흡수성에 따른 무게 차이로써 측정하

였다. 먼저 시술 전·후의 모발을 20
o

C, 65%RH로 조정한 항

온항습실에서 3차 증류수 50 ml에 30분간 담그고, 재빨리 여과

시켜 흡수된 시료를 마른 여과지에 끼워 여분의 수분을 흡수시

킨 다음 무게를 측정하여, 건조모발무게에 대한 흡수모발무게

의 비율로서 무게에 의한 팽윤도를 산출하였다. 측정은 한 시

료당 5회 반복하여 15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이들 측정값 중

최대·최소값 2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하였다.

퍼머넌트 웨이브의 형상 및 주기 : 퍼머넌트 웨이브 형상 관

찰은 15 cm 길이로 정리한 모발을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후

모발의 자연하중 상태에서 떨어지는 물기를 여과지로 제거하고

일정시간 자연 방치한 다음 고정된 디지털 카메라(Nikon

Coolpix 5700, Japan)로 촬영한 퍼머넌트 웨이브의 형상을 비

교·관찰 하였다. 퍼머넌트 웨이브 주기 측정은 시술이 끝난

후 모근 부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S컬의 길이를 세계표준

자로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2.5. 모발의 역학적 특성

모발의 역학적 특성치는 모발의 인장강신도로서 측정하였다.

측정은 KS K 0412에 의거하여,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전·후

의 모발 중 비교적 굵기가 균일한 모발 15가닥씩을 선별한 후

항온항습실에서 30시간 방치하여 모발의 인장강신도(DYNAFIL,

길이 10 mm, speed 500 mm/min, C.R.E type)를 측정하였으

며, 이들 측정값 중에서 최대·최소값 2개씩을 제외한 평균값

으로 산출하였다.

2.6. 통계처리

분석치는 Window용 v.12 SPSS 통계팩케지를 이용하여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시의 물리적·역학적 특성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3.1.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시 모발의 물리적 특성

팽윤도 : 모발 팽윤도는 미처리모발의 시술전은 17.21%, 연

화 퍼머는 23.00%, 단백질 퍼머 23.77%, 일반 퍼머 28.00%,

직화 퍼머 28.59%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손상모발의 시

술전은 19.43%, 연화 퍼머 21.14%, 단백질 퍼머 25.61%, 직

화 퍼머 29.09%, 일반 퍼머 31.24%로 나타났다. 극손상모발의

시술전은 13.87%, 단백질 퍼머 17.44%, 직화 퍼머 17.71%,

연화 퍼머 21.14%, 일반 퍼머가 36.56% 순으로 크게 나타나,

모든 시술에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전에 비해 시술 후에서

팽윤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일반 퍼머 시술 후의

증가가 가장 커 많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발

의 팽윤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상 요인으로 케라틴분자의 분자

량, 결정영역의 양, 측쇄결합의 수 등이 있으며 이들 요인이 많

아지면 팽윤도는 저하되나 적어지게 되면 증가하게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Robbins, 1994). 따라서 단단하게 집속·결합

Table 3.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의 물리적·역학적 특성

시술
팽윤도(%) 인장강도(g/1 hair) 신도(%)

미처리 모발 손상 모발 극손상 모발 미처리 모발 손상 모발 극손상 모발 미처리 모발 손상 모발 극손상 모발

시술 전
S.D

17.21

3.11

19.43

2.87

13.87

5.27

123.40

 14.02

110.55

15.68

110.29

18.53

44.60

3.51

47.71

5.26

51.03

2.40

일반 퍼머 

S.D

28.00

1.11

31.24

2.02

36.56

1.53

109.74

25.68

106.66

23.15

104.78

7.74

46.59

5.12

46.23

7.04

49.68

3.92

단백질 퍼머
S.D

23.77

2.35

25.61

1.77

28.54

2.07

114.73

21.65

91.10

16.10

91.21

12.42

47.32

1.50

44.48

6.88

50.73

3.31

연화 퍼머
S.D

23.00

1.43

21.14

2.23

17.71

0.98

115.71

22.95

91.32

16.62

95.77

27.95

50.18

4.42

42.62

2.78

45.55

4.76

직화 퍼머
S.D

28.59

2.09

29.09

3.12

17.44

1.99

114.49

13.64

82.33

18.36

87.35

13.83

48.63

4.69

49.39

7.28

50.89

5.37

: 평균 S.D : 표준편차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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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스케일이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용제의 알카리 성분과 시술

처리 과정에 의해 손상을 입게 되고 모발의 주쇄나 측쇄의 수소

결합, 조염결합, 시스틴결합 등의 결합에서 절단이 생겨 이에

모발성분의 용출에 의해 다공성을 증가시키므로 팽윤도가 퍼머

넌트 웨이브 시술 전의 모발보다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Shansky(1963)의 연구에 의하면 모발은 수분이나 용매를 흡

수하여 수착하면 길이방향으로는 약 2%, 직경방향으로는 약

15%정도로 크기가 늘어나고 중량은 30~40% 증가하며 퍼머넌

트 웨이브 제1제인 환원제로 처리하면 그 팽윤도는 40~50%

정도에 까지 달하게 되며 물로 헹구면 팽윤도는 높아지는데, 이

는 퍼머넌트 웨이브 제1제에 함유되어 있던 치오글리콜산염 등

의 염이 모발 속에 있고, 그 침투압으로 더욱 물을 흡수하여

팽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新井(2002)은 퍼머

넌트 웨이브 제2제의 산화제 처리에 의해서는 가교가 재형성

되기 때문에 팽윤도는 저하하나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처리 전

의 팽윤도에 비해서는 커지게 되는데, 이의 원인으로는 제2제

처리 전의 모발 팽윤에 의해 케라틴분자 상호간격이 확대되어

단백질간의 거리가 커져 단백질간 가교를 충분히 재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미처리모발

과 손상모발에서의 모든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시 팽윤도가 증

가하여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野上(1981), 野上·宇野(1981), 野上(1983)은 그의 연

구결과에서 현저한 손상을 받은 모발은 처리 전의 모발보다도

흡수율이 커져 모발의 굵기가 증가하였으나, 약한 손상의 모발

에서는 흡수율이 변화가 없거나 또는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한 고찰로 강한 조건의 처리 모발에서는 소수성인 스케

일의 손상으로 흡수율이 증대하였지만, 손상이 비교적 적은 모

발에서는 소수성인 스케일의 손상보다도 처리 중에 모발 내부

의 유리아미노산과 같은 친수성 물질의 용출이 더 크게 일어나

므로 오히려 흡수성이 감소한 것으로 추측하면서 손상된 모발

의 흡수율은 증대·감소라는 양쪽의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모

발의 손상 정도를 흡수율의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대략

적인 판정이다는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처리모발과 손상모발에서의 모든 퍼

머넌트 웨이브 시술시 팽윤도는 증가하였으나, 극손상모발에서

는 콜드식 퍼머넌트 웨이브를 시술한 경우에는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하였으나, 히트식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에서는 오히려

팽윤도가 감소하여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극손상모

발에 히트식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미처

리모발이나 손상모발에 비해 표피층의 훨씬 더 많은 공포와 터

짐으로 인한 피질의 용출과 노출현상으로 쉽게 모발에 흡수된

물이 마른 여과지에 끼워 여분의 수분을 흡수시킨 다음 무게를

측정한 방법에 의해 쉽게 탈락되어 오히려 팽윤도가 감소하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

과에서도 모발의 팽윤도를 이용한 모발의 손상을 측정하는 것

은 대략적인 판정만이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시 모발 웨이브의 주기 및 형상 : Fig.

3은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에 따른 모발의 웨이브 형상을 나타

낸 사진그림이고, Table 4는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에 따른 모

발의 S컬 웨이브 주기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로드 굵기에 의한 차이가 있으나 미처리모발의 경우는 모든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에서 손상모발에 비해 확실하고도 탄력

있는 S컬의 웨이브를 형성하였으나 염색과 탈색으로 손상시킨

손상모발과 극손상모발의 경우에는 웨이브의 탄력도도 떨어지

며 늘어진 S컬의 웨이브를 형성하였다. 이는 염색된 모발은 과

산화수소의 산화작용에 의해 모발이 소수성에서 친수성으로 바

뀌어 퍼머넌트 웨이브 용제의 작용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되고,

이와 같은 친수성 모발에 대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에 특히

치오글리콜산계 퍼머넌트 웨이브 용제는 모발에 대한 작용이

너무 강해서 모발의 손상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탄력 있는

웨이브가 만들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선행연구

(정태봉 외, 2000)와도 일치하였다. 

특히 이 사진의 경우에는 헤어드라이어나 수건 등을 이용하

여 물기를 완전히 말린 상태가 아닌 모발의 자연하중으로 방치

하여 말린 상태의 웨이브 형성도 사진으로서 만약 헤어드라이

어나 수건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말린 상태였다면 손상모발 쪽

으로 갈수록 웨이브의 탄력도 저하와 늘어짐 및 푸석거림은 더

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웨이브의 주기나 형성도를 살펴보면 미처리모발과 극

Fig. 3.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모발 웨이브의 형상.

Table 4.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에 따른 모발의 S컬 웨이브주기

모발 일반 퍼머단백질 퍼머연화 퍼머 직화 퍼머

미처리모발 중간부 4.4(3.2) 5.8(3.8) 6.5(4.1) 6.2(4.0)

말단부 4.0(2.8) 5.5(3.6) 6.0(3.8) 5.6(3.4)

손상모발 중간부 4.1(2.6) 5.0(3.2) 5.2(3.4) 5.0(2.9)

말단부 3.8(2.4) 4..7(3.0) 5.2(3.2) 4.3(2.8)

극손상모발 중간부 3.6(2.2) 4.0(2.6) 4.8(3.2) 4.5(2.8)

말단부 3.4(2.2) 4.0(2.4) 4.5(3.1) 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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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모발의 경우는 연화 퍼머, 직화 퍼머, 단백질 퍼머, 일반

퍼머의 순으로 웨이브가 크게 형성되었고, 손상모발의 경우는

연화 퍼머, 단백질 퍼머, 직화 퍼머, 일반 퍼머의 순으로 웨이

브가 크게 형성되었다. 컬의 크고 작음에서 컬이 크면 클수록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으며, 히트식 퍼머넌

트 웨이브 시술인 연화 퍼머와 직화 퍼머는 굵고 탄력 있으며

우아한 웨이브를 얻고자 하는데 주 목적을 두는 시술방법으로

서 본 연구결과 단연 연화 퍼머가 콜드식 퍼머넌트 웨이브 시

술인 일반퍼머에 비해 미처리모발 뿐 만 아니라 손상모발과 극

손상모발에 있어서도 굵고 우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손상모발 경우에는 연화 퍼머 다음으로 단백질 퍼머의 웨이브

형성도가 좋게 나타났을 뿐 만 아니라 모발의 역학적 특성치나

형태적 특성에서도 모발의 손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단백질

퍼머가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시의 모발 손상 뿐 만 아니라 시

술 시간과 과정까지도 줄일 수 있으면서, 웨이브의 자연스러움

은 더욱 더 많이 연출할 수 있어 미용현장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시술방법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시 모발의 역학적 특성

Fig. 4와 Fig. 5는 모발의 손상정도에 따라 콜드식과 히트식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처리에 따른 모발의 인장강신도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인장강신도곡선에서 모발을 처음 잡아당길 때에 모발의 늘

Fig. 4. 콜드식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처리에 따른 인장강신도곡선.



446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8권 제4호, 2006년

어남에 대해서 인장력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영역을 훅영역

(hook region)이라고 부르고, 다음으로 모발을 당겨도 인장력

변화가 작은 영역을 강복영역(yield region), 그리고 다시 모발

의 늘어남에 대해서 인장력이 증가하는 영역을 후강복영역(post-

yield region)이라고 부른다. 이 인장강신도곡선으로부터 손상평

가에 이용되는 파라메타로서는 훅영역의 기울기로부터 구하는

영율과, 훅영역과 강복영역에서 얻어지는 직선의 교점의 인장

력인 강복값, 후강복영역에서 모발이 끊어질 때의 인장력인 인

장강도, 모발이 끊어질 때의 모발길이의 변화율인 신도 등을 들

수 있다(松崎 외, 2003). 

Fig. 4, 5와 Table 3에 따르면 미처리모발의 시술전 인장강

도는 123.40 g/1hair였으나 일반 퍼머에서는 109.74 g/1hair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손상모발의 시술전은 110.55 g/1hair를

나타내었으나 직화 퍼머에서 82.33 g/1hair로 가장 크게 저하하

였으며, 극손상모발의 시술전은 110.29 g/1hair로 나타났으나 직

화 퍼머에서 87.35 g/1hair로 나타나 가장 크게 떨어져 모발의

손상이 클수록 인장강도 변화도도 컸으며 시술방법에서는 직화

퍼머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가장 많은 손상을 입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지모에 관한 柔原(1978), 柔原·柳森(1980), 柔原·柳

森(1982) 등의 연구에서 수분과 열작용을 받은 모발의 케라틴

은 펩티드 주 고리가 끊어지고 수산기를 갖는 케라틴 측쇄는

디하이드로알라닌잔기를 생성하여 이중결합성 고리가 주고리의

공간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써 결정속의 α-헬릭스는 이

부분에서 붕괴되어 판모양의 구조로 이동하며, 매트릭스 케라

틴은 자유성을 잃어 물리적 성질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일

련의 변화에 의해 시스틴 결합은 가수분해되어 가교가 끊어지

므로 모발의 강도저하가 초래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Fig. 5. 히트식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처리에 따른 인장강신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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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처리를 한 손상모발이나 탈색처리를 한 극손상모발도 과산

화수소의 산화작용에 의해 모발이 소수성에서 친수성으로 바뀌

어 퍼머넌트 웨이브 약제의 작용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될 뿐

만 아니라 퍼머넌트 웨이브 용제에 젖은 모발에 110
o

C의 열이

가해지는 습열의 작용에 의해 외관적으로는 모발변형이 나타나

고 화학적으로는 측쇄의 가수분해 또는 케라틴 구조의 변화 등

퍼머넌트 웨이브제의 작용과 열변성을 한층 더 강하게 받으므

로 모발의 손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후 모발의 인장강도는 모든 시

술방법에서 영율은 조금밖에 변화하지 않는데 대해, 후강복영

역에서의 인장강도는 크게 변화하였는데 이는 훅영역은 주로

수소결합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퍼머넌트 웨이브

처리는 이 결합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비해 후강복영역은 시스틴결합

이나 펩티드사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퍼머넌트

웨이브 처리에 의해 이들 결합이 절단되기 때문에 크게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처리모발의 시술전 신도는 44.60%를 나타내었으나 연화

퍼머에서 50.18%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손상모발의 시술

전은 47.71%를 나타내었으나 연화 퍼머에서 42.62%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극손상모발의 시술전은 51.03%였으나 연

화 퍼머에서 45.55%로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손상이 클수록 그

변화도도 크게 나타났다. 시술방법에서는 연화 퍼머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가장 많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모발은 퍼머넌트 웨이브로 손상을 입게 되면 인

장강도와 신도의 변화도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퍼머넌트 웨이브의 원리가 제1제의 작용으로 케라틴의 시

스틴 결합을 환원시켜 절단하고 제2제에 의해 새롭게 시스틴

결합을 재생시키는 것으로, 이 산화·환원반응은 팽윤된 고체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절단된 시스틴 결합이 완전히 100% 재

결합되어 복원되지 않아 집속 케라틴 분자의 길이방향으로 자

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松崎 외(2003)도 알카리 성분은 모발의 측쇄결합 중에

서도 가장 단단한 시스틴 결합을 쉽게 끊으며, 물이나 열 등과

함께 수소결합, 조염결합 등을 끊어버리므로 모발내의 분자를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버릴 뿐 만 아니라, 모표피의 용

해가 점차 진행되어 모발의 인장강도는 낮아지게 하고, 이러한

여러 결합의 절단이 분자고리간의 자유도를 높게 만들고, 알카

리의 팽윤작용에 의해 모발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게 하여 신도

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정연(2001)의 연구에서도 최근의 모발염색이 단순히 새치나

흰머리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염색이 아니라 검은 모발

을 여러 색으로 염색하여 멋과 개성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탈

색과 염색을 동시에 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약제에는 발색을 위

한 산화제와 멜라닌색소 탈색을 위한 산화제 등 두 배의 양을

산화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탈색과 동시에 케라틴 분자

의 여러 결합이 절단·파괴되어 인장강신도의 변화도가 크게

증가한다고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는 금속

이온의 존재 하에서는 발열·분해가 심하게 일어나는데, 염색

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짐으로서 염색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이루어지는 시술과, 염색 빈도수도 예전에 비해 훨씬 잦아져 모

발의 손상을 더욱 더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처럼 미처리모

발에 비해 염색과 탈색처리를 한 손상모발과 극손상모발에서의

인장강도와 신도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 염색이나 탈색 처

리된 모발은 물리적 작용, 즉 인장이나 마찰 등에 대한 저항력

이 낮아져 있으므로 마찰과 열, 수분 등의 처리가 모발을 갈라

지게 하는 지모나 끊어지게 하는 절모의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평상시의 샴푸처리 뿐 아니라 빗질이나 브러싱에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의 방법 선

택이나 간격에 따른 영향 등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건강한 만 20세 여성을 대상으로 미처리모발, 손

상모발, 극손상모발의 3종류 모발에, 콜드 2욕식의 퍼머넌트 웨

이브 2종류와 히트 2욕식의 퍼머넌트 웨이브 2종류 총 4가지

퍼머넌트 웨이브를 시술한 후 모발의 시술 전후에 따른 물리

적·역학적 손상도를 측정하여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방법에 따

른 모발변화를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서, 현장에서의 모

발상태에 따른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퍼머넌트 웨이브 시

술방법 선택의 기초 및 응용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시술 후의 모발 팽윤도는 모든 시술에서 퍼머넌트 웨이브

처리 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처리모발의 시술전은

17.21%, 연화 퍼머는 23.00%, 단백질 퍼머 23.77%, 일반 퍼

머 28.00%, 직화 퍼머 28.59%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손상

모발의 시술전은 19.43%, 연화 퍼머 21.14%, 단백질 퍼머

25.61%, 직화 퍼머 29.09%, 일반 퍼머 31.24%로 나타났으며,

극손상모발의 시술전은 13.87%, 단백질 퍼머 17.44%, 직화 퍼

머 17.71%, 연화 퍼머 21.14%, 일반 퍼머가 36.56%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2. 모발의 웨이브 형태 특성에서는 미처리모발의 경우 모든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에서 손상모발에 비해 확실하고도 탄력

있는 S컬의 웨이브를 형성하였으나 손상모발과 극손상모발의

경우에는 웨이브의 탄력도도 떨어지며 늘어진 S컬의 웨이브를

형성하였으며, 단백질 퍼머와 연화 퍼머가 일반 퍼머나 직화

퍼머에 비해 모든 모발상태에서도 굵고 우아하면서도 탄력도가

뛰어난 웨이브를 나타내었다. 

3. 인장강도는 미처리모발의 시술전은 123.40 g/1hair였으나

연화 퍼머에서는 115.71 g/1hair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손상

모발의 시술전은 110.55 g/1hair를 나타내었으나 직화 퍼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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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3 g/1hair로 가장 크게 저하하였으며, 극손상모발의 시술전

은 110.29 g/1hair로 나타났으나 직화 퍼머에서 87.35 g/1hair로

나타나 가장 크게 떨어져 모발의 손상이 클수록 인장강도는 크

게 저하하였다.

4. 신도는 미처리모발의 시술전은 44.60%를 나타내었으나 연

화 퍼머에서 50.18%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손상모발의 시

술전은 47.71%를 나타내었으나 연화 퍼머에서 42.62%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극손상모발의 시술전은 51.03%였으나 연

화 퍼머에서 45.55%로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손상이 클수록 그

변화도도 크게 나타났다. 시술방법에서는 연화 퍼머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가장 많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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