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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Nail Coloring
-Degree of Demage on Nail by Concentration of Ace TonePark, Kyu-Mi
Dept. of Cosmetology, Busan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orphological change of nail, using the
SPM(Scanning Probe Microscope), due to the concentration of acetone which is used
frequently in nail-decoloring in the field of nail care and also due to the time of lapse
after acetone-applying, and so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on study of nail care.
Number of total subjects were 36 womens who were all healthy. The group were
devided into two sub-groups : one group of 35 women in the twenties and nail cared,
the other group of women at the age for 18, 23, 27, 33, 37, 42, 48 each and not nail
cared. Degree of damage on nail was determined to left hand nails of all women by
SP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70 percent of aceton concentration was
the lowest degree of damage on nail.
The degree of damage on nail at the time of decoloring was more higher in the case
of the color with glitter than without glitter. The degree of damage on nail was
increased by increasing exposure time of aceton. Key Word : nail, de-coloring, degree of
damage, ace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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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으로 물들였고 그보다 낮은 사람들은 옅은 색으
로 염색하였다.5)
손톱의 성분을 보면 머리카락과 같은 섬유

우리나라의 미용계에서 네일 분야는 최근 들

단백질인 케라틴이 주성분을 이루며 시스테인

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일반인

결합에 의해 단단함을 이루고 있다. 손톱은 손

에게도 관심과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다. 흔히

톱 세포들의 생산이 시작되는 Matrix(조모)에서

매니큐어, 패디큐어라 칭하던 예전의 단순한 손

는 케라틴보다 더 부드러운 상태로 다른 물질들

(톱)관리, 발(톱)관리의 개념에서 벗어나 네일

을 포함하여 육안으로 보이는 손톱부위로 이동

케어(nail care), 네일 아트(nail art)라는 독자적

함에 따라 케라틴 생산이 증가하여 세포조직의

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1)

유동액이 마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톱세포

손톱은 피부나 머리카락과 같은 단백질과 케

들은 튼튼한 비늘로 뭉쳐져 손톱으로 된다. 손

라틴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피부나 머리카락보

톱은 케라틴 외에도 황(3%), 칼슘, 아연, 망간,

다 월등하게 단단한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리, 인 등의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손과 발끝을 보호하며, 물건을 잡거나

특히 손톱의 유연성과 광택은 케라틴의 층 사이

긁을 때 또는 방어와 공격의 기능을 갖는다. 그

에 있는 지방과 수분으로 지방은 0.2～1.8%, 수

외에도 성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과 장식적인

분은 12%～18% 일 때 광택이 나며 건강한 손

기능이 있다.2)

톱이 된다. 손톱의 모양이나 부드러움, 단단함

현대에 와서는 손톱을 미적 표현의 수단으로

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며 유전적인 영향이 크

적극 활용하여 손톱의 길이를 연장하거나 여러

나 전반적인 영양 상태, 균형 잡힌 식사, 햇빛의

가지 모양, 그림, 입체적 표현 등을 하고 있는데

노출, 작은 에나멜과 리무버을 사용하는 인조

이러한 방법으로는 인조손톱을 붙이거나 천을

네일 시술 등은 손톱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6)

이용한 길이 연장(extension) 아크릴릭 파우더

손톱의 성장은 조근/네일 루트(nail root)에서

나 리퀴드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3)

시작되고 조모/메트릭스(matrix)에 압력이 가해

매니큐어(manicure)란 라틴어의 manus(손)

지면 기형이 되거나 성장을 멈추기도 한다. 조

와 cura(관리)에서 유래한 말로 손과 손톱을 다

근이 피부와 밀접하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손

듬는 것뿐만 아니라 손 전체를 청결하고 아름답

톱은 하루에 0.1mm～0.4mm 정도 성장하며 나

게 만드는 것으로 그 역사는 지금까지 약5000

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손

년에 걸쳐 변화되어 왔다.4)

톱이 완전히 재생되는데 약 4~6개월 정도 소요

최초의 네일케어는 B.C 3000년에 이집트와

된다. 중지 손톱이 가장 빨리 성장하며 엄지가

중국에서 있었던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가장 늦게 성장한다. 왼손잡이는 왼손의 손톱이

고대 이집트의 높은 지위의 남녀들은 손톱을 관

빨리 자란다. 발톱은 손톱의 1/2 정도의 속도로

목에서 나오는 헤나 (henna)라고 하는 붉은 오

서서히 성장한다. 건강한 손톱은 조상/네일 베

렌지색으로 염색하였으며, 왕과 왕비는 짙은 색

드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단단하고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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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어야 한다. 매끄럽고 윤기가 나며 일반

하는 고객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적으로 분홍빛이며 둥근 아치 모양의 반월이 형

서 손톱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본

성되어 잇다. 손톱의 함유 수분량이 12%이상이

연구에서는 네일 관리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되고 유연하며 병원균의 침입을 받지 않은 상태

는 칼라들을 선정하여, 아세톤 농도에 따라 칼

여야 한다.7)

라링을 완벽히 지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

현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네일

고 완벽히 지운 후의 손톱의 형태학적 변화를

팔리쉬(nail polish)는 필름 형성제인 니트로 셀

주사탐침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각각의 처리에

룰로스가 개발된 192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

따른 손상정도를 조사하여 손톱 손상을 최소화

여 1932년경에 네일 팔리쉬 산업이 본격화되면

할 수 있는 아세톤의 농도와 시간과의 관계를

서 다양한 칼라가 개발되었다. 네일 팔리쉬의

조사하여 네일관리 시 손톱의 손상을 최소화하

주성분은 니트로 셀룰로오스 락카에 속하는 피

는 과학적인 관리방법의 개발과 개선에 기초 자

막제로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광택을 부여하는

료를 제공하고자한다.

것으로 손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필수
품이 되었다.8)
에나멜 리무버는 네일 에나멜의 피막을 용해

Ⅱ. 조사 대상 및 방법

하여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니트
로 셀룰로오즈 등의 피막제를 녹이는 용제로 구
성되어 있고 에나멜 리무버의 용제는 용해력이

1. 조사 대상

크고 빠르게 건조되며 냄새나 피부에 대한 자극
이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초산에틸

1) 시료 손톱

(ethyl acetone), 초산부틸(butyl acetate) 등의
에스테르와 아세톤(acetone)등이 사용된다. 그

조사대상은 건강상태가 양호한 여성의 손톱

러나 이들은 탈지작용과 탈수작용이 강해 손톱

중 2달 동안 네일관리를 받지 않은 18세, 23세,

의 지질성분과 수분을 제거시키므로, 에나멜 리

27세, 33세, 37세, 42세, 48세 여성7명을 대상으

무버에는 손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유분과 보

로 건강한 여성의 손톱의 손상도를 측정하였고,

습제 등을 배한 것이 있으나9), 일반적인 네일

20대 여성 35명을 대상으로 칼라링 제거 시 사

관리실에서 네일관리를 할 때 행하여지는 칼라

용된 아세톤 농도와 시간에 따라 주사탐침현미

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아세톤 100%농도를

경(Scanning Probe Microscope) 을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60%까지 아세톤을 희석하여 멘다

손톱의 손상도(Nail Roughness)를 측정하였다.

라는 용기에 넣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왼손의 손톱중 건강한

세톤은 손톱표면 손상 및 유 수분 손실을 초래

손톱의 조건에 맞는 매끄럽고 광택이 흐르며 반

하여 손톱에 많은 손상을 줄 수도 있다.

투명한 손톱을 자유연(free edge)이 시작하는

네일 관리실이 늘어나고 네일 관리를 받고자

부분으로부터 가로, 세로 3mm를 잘라 시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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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손톱의 손상도 수치를 측정하였다.

링을 지운 후, 시료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앞

레드, 오렌지 칼라와 금색 글리터 칼라, 은색

면의 손톱을 가로, 세로 3mm로 자른 후 시료를

글리터 칼라를 선택한 후 네일 관리실에서 칼라

챔버에 놓고 주사탐침현미경을 사용하여 가로,

링 할 때 행하여지는 베이스코트 1번, 칼라링 2

세로 10㎛×10㎛로 촬영하였으며, 손톱 표면의

번, 탑코트 1번을 칼라링 한 후 칼라링이 완전

손상도를 평가하기 위해 손상도가 클수록 높은

히 마르는 8시간이 경과한 후 자유연(free

수치를 나타내는 손톱의 손상도 수치를 채택하

edge)이 시작하는 부분으로부터 가로, 세로

였다.

3mm를 잘라 시료로 사용하였다.

2) 네일 칼라링 재료

Ⅲ. 연구 결과

네일 팔리쉬는 레드(Red)사의 제품으로 사용
하였으며, 베이스 코트, 탑코트, 제품도 레드
(Red)사의 제품으로 사용하였다. 아세톤은 천

주사탐침현미경으로 자연 손톱 시료의 형태
학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

보 화학사의 acetone(100.0%)와 대한멸균증류

18세 여성의 손톱의 손상도가 108.3mv로 가

수를 사용하였다. 면봉은 코튼(cotton) 100%가

장 적었고, 48세 여성의 손톱의 손상도

부착되어 있는 존슨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

125.1mv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외 자연 네일에 칼라링을 하기 전에 손톱의 표
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샌딩과 손톱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오렌지 우드 화일, 네일 브러쉬, 자
유연을 자르기 위해 실크 가위를 사용하였다.

표 1. 나이에 따른 손톱의 손상도
나이(세)

손상도(mV)

18

102.3

23

113.5

27

115.3

33

117.2

37

120.0

주사탐침현미경(Scanning Probe Microscope

42

122.7

모델명-NS4-01, Hitachi Co. Japan) 촬영 시 시

48

125.1

2. 연구 방법

료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 자연손톱을 가로,
세로 3mm로 자른 후 시료를 챔버에 놓고 관찰
하였다. 아세톤 농도에 따른 손톱의 손상도를

Red 칼라링 후 아세톤 농도에 따른 손톱의

관찰하기 위해 증류수와 아세톤의 비율을 실린

손상도를 주사탐침현미경을 이용하여, 형태학

더에 농도별로 아세톤의 양을 넣은 후 증류수를

적인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아세톤 농도 70%에서

채워 넣어 100mml로 만든 후 면봉에 묻혀 칼라

칼라링 전 98.0mv였던 손톱의 손상도 수치가

네일 칼라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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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게 나타났다.
표 2 Red 칼라링 후 아세톤 농도에 따른
손톱의 손상도
아세톤
농도(%)

칼라링 전(mV)

칼라링 후(mV)

50
60
70
80
90
100

96.0
99.4
98.0
103.7
105.5
102.3

188.3
192.1
110.5
268.5
116.0
120.5

표 4 Pink 칼라링 후 아세톤 농도에 따른
손톱의 손상도
아세톤
농도(%)

칼라링 전(mV)

칼라링 후(mV)

50
60
70
80
90
100

155.4
110.8
99.7
110.5
111.5
109.3

174.6
184.8
111.8
239.5
137.3
167.6

Gold glitter 칼라링 한 후 주사탐침현미경으
Orange 칼라링 후 아세톤 농도에 따른 손톱

로 관찰한 결과 Red 칼라나 Orange 칼라처럼

의 손상도를 주사탐침현미경을 이용하여, 형태

아세톤 농가 70%에서 손톱의 손상도가 칼라링

학적인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아세톤 농도 70%에

전 101.3mv였던 수치가 칼라링 후 336.6mv로

서 칼라링 전 99.9mv였던 손톱의 손상도 수치

나타나서 손톱의 손상도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가112.3mv로 나타났다.
표 3 Orange 칼라링 후 아세톤 농도에 따른
손톱의 손상도
아세톤
농도(%)

칼라링 전(mV)

칼라링 후(mV)

50
60
70
80
90
100

165.3
100.3
99.9
100.6
101.5
107.3

184.7
194.8
112.3
269.8
127.2
168.5

표 5 Gold glitter 칼라링 후 아세톤 농도에 따른
손톱의 손상도
아세톤
농도(%)

칼라링 전(mV)

칼라링 후(mV)

50
60
70
80
90
100

99.5
100.3
101.3
101.9
1085
106.7

534.3
440.2
336.8
599.1
380.2
365.8

Pink 칼라링 후 아세톤 농도에 따른 손톱의

Silver glitter 칼라링 후 주사탐침현미경으로

손상도를 주사탐침현미경을 이용하여, 형태학

관찰한 결과 Gold glitter 칼라와 마찬가지로 아

적인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아세톤 농도 70%에서

세톤 농도가 70%에서 손톱의 손상도가 칼라링

칼라링 전 99.7던 손톱의 손상도 수치가

전이 101.9mv던 수치가 칼라링 후 213.4mv 의

111.8mv로 나타나서 손톱의 손상도가 가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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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도가 적게 나타났다.

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이다.

표 6 Silver glitter 칼라링 후 아세톤 농도에 따른
손톱의 손상도
아세톤
농도(%)

칼라링 전(mV)

칼라링 후(mV)

50
60
70
80
90
100

107.9
105.2
101.9
105.2
104.3
101.7

390.8
470.4
213.4
610.9
577.7
315.8

미용산업의 발전 및 점점 빨리 변해 가는 유
행의 패턴에 따라 전체적인 코디에 네일 아트
(Nail Art)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
법으로 칼라링, 인조 네일 시술 등을 행하고 있
고,11) 국내 네일 시장의 초고속 성장에도 불구
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첫째는 전문화된 교육기관과 숙련된 네일리
스트 부족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성향을 만족시
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고, 둘째는 품질이 좋

아세톤70%로 20초 동안 지웠을 때 손톱의 손

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

상도가 155.5mv로 나타났으며, 90초 동안 지웠

회가 적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급성장에도 불

을 때 312.6mv로 손톱의 손상도가 가장 크게

구하고 여전히 대중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국민

나타났다.

보건의 한 분야로 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12)

표 7. 아세톤 처치 시간에 따른 손톱의 손상도
시간(초)

칼라링 전(mV)

칼라링 후(mV)

20
30
40
60
90

108.2
107.5
105.2
103.5
106.2

155.5
167.8
172.5
272.1
312.9

*손상도=2.48×시간+96.92
R2=0.9313(P=0.0078)

네일이 미용 산업의 한 분야로서 많은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있고, 고 부가 가치 창조와 직
업창출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
움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일 관
리실에서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칼라링을
지울 때 사용되어지는 아세톤의 농도의 처치 시
간에 따른 손톱의 손상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
사탐침현미경을 사용하여 손톱의 표면 손상도

Ⅳ. 고 찰

를 나타내는 손톱의 손상도 수치를 측정하였다.
네일 분야의 선행 연구 중 인조 손톱 관리 시
후처리에 따른 손톱의 손상도를 주사 전자 현미

네일 시장의 초고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몇

경(SEM)을 이용하여 관찰한 연구 논문은 있었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첫째는 전문화된

으나, 자연네일에 관한 칼라링 제거에 사용된

교육기관과 숙련된 네일리스트 부족으로 소비

아세톤 농도와 처치 시간에 따른 손톱의 손상도

자의 다양한 성향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에 관한 연구는 처음이며, 주사 전자 현미경을

점이고, 둘째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

사용하는 것보다 손톱 표면 손상도를 좀더 정확

네일 칼라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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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측정하기 위하여 주사탐침현미경을 사용하

어진다. 아세톤을 희석하여 사용하더라도 정확

였다.

한 아세톤 농도 70%로 만들어 사용하여야 손톱

나이가 많아질수록 손톱의 성장 속도가 느려

의 손상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손톱의

져 자유연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손톱

손상도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아세톤에 손톱이

의 주성분인 케라틴 함양과 칼슘, 유, 수분의 함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빠른 시간 내에 칼

양이 낮아짐에 따라 손톱의 손상도가 많아짐을

라링을 제거하는 것이 손톱의 손상도를 줄일 수

알 수 있었다.

있었다.

레드 칼라와 오렌지 칼라, 그리고 핑크 칼라
의 경우 아세톤 농도가 70%일 때 손톱의 손상
도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아세톤 농도에 비례하여 손톱의 손상도가 커
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아세톤 농도를 낮추어
오랜 시간 동안 손톱이 아세톤에 노출되었을 때

본 연구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여성의 손톱

손톱의 손상도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

중 2달 동안 네일 관리를 받지 않은 18세, 23세,

세톤 농도 80% 일 때가 가장 높은 손톱의 손상

27세, 33세, 37세, 42세, 48세 여성7명을 대상으

도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아세톤 농도를 80%로

로 건강한 여성의 손톱의 손상도를 측정하였고,

할 때 손톱성분들이 가장 많이 유실된 것으로

20대 여성 35명을 대상으로 칼라링 제거 시 사

판단된다.

용된 아세톤 농도와 시간에 따라 주사탐침현미

금색과 은색 글리터가 포함된 네일 칼라의
경우도 아세톤 농도 70%로 했을 때 가장 손톱

경을 이용하여 손톱의 손상도(Nail Roughness)
를 측정하였다.

의 손상도가 적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네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칼라를 지울 때는 어떤 칼라든지 아세톤 농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손톱의 손상도가 커짐을

70%로 칼라를 제거하는 것이 손톱의 손상도를
적게 하면서 네일 칼라를 지울 수 있는 좋은 방
법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칼라링 제거 시 아세톤 농도가 70%일 때 손
톱의 손상도가 가장 작았다.

일반적인 글리터를 포함하지 않은 칼라를 지

글리터가 포함된 칼라를 지울 때 아세톤의

울 때보다 글리터가 많이 포함된 칼라를 지우는

모든 농도에서 손톱의 손상도가 일반적인 칼라

것이 아세톤의 모든 농도에서 높은 손톱의 손상

를 지울 때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도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손톱이 건강하지 않거

칼라링을 제거 시 사용된 아세톤 처치시간에

나, 나이가 많은 여성이 네일 칼라링 서비스를

비례하여 손톱의 손상도가 컸다 .

받을 때는 글리터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칼

과학적 분석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네일

라를 사용하는 것이 손톱의 손상도를 적게 하면

분야의 체계적인 이론 적립과 폭넓은 연구가 요

서 네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되

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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