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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    문문문문    요요요요    약약약약 

모발모발모발모발    손상손상손상손상    후후후후    모발모발모발모발    단백의단백의단백의단백의    정량적정량적정량적정량적    분석분석분석분석    

모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모발 관리 방법이나 모발 용품의 

사용은 매우 보편화되어 외인성 모발손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모발 관리 

방법인 퍼머넌트 웨이브나 염색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로 인한 모발 손상의 의미 및 회복과 

관련된 의학적 연구는 아직까지 형태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미약한 실정이다. 모발의 손상 정도를 분자생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형태학적인 변화에 비해 보다 객관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결과를 모발 손상 정도 및 

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퍼머넌트 웨이브와 염색으로 모발에 

손상을 가한 후 일련의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모발 표본을 채취하여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케라틴으로 구성된 모발 

단백질의 손상 및 회복 양상을 분자생물학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시행 시작 전 6 개월 동안 모발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다른 

인자가 없었던 자원자 7 명을 대상으로 3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퍼머넌트 웨이브, 염색, 그리고 퍼머넌트 웨이브 시행 1 시간 후 염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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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이때 단백 성분의 분석에 있어 모발 섬유의 원위부는 평소 

관리 과정 중 모발 손상이 주로 일어나는 부위로 분석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제외하고, 안드로겐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상 성인의 

후두부 두피에서 근위부 모발 3-5 ㎝를 선택하여 표본을 채취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전체 모발 단백질 추출 및 농축, 부분 모발 단백질 추출 

및 농축 후 정량하고 전기영동 후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여 단백질 

양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모발 단백질의 western blot 분석 상에서는 퍼머넌트 웨이브만을 

시행한 피실험자 1 명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band 의 변화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체 모발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단백질의 양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부분 모발 단백질의 western blot 분석 상에서는 실험 시행 직후 채

취한 모발 표본 분석에서, 실험 기간 중 band 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던 

5 명의 피실험자 모두 양성 소견을 보였다. 또한 4 명의 피실험자에서

는 실험 중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지 않던 양성 소견이 실험 

후반부인 12 주와 14 주째에 나타나는 소견이 보였다. 이는 분자생물학

적 측면에서 모발 손상이 14 주까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모발 손상 후 모발 단백질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형태학적 변화에서 관찰된 소견보다 더 오랜 기간 실제로 

손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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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이이이이    원원원원    수수수수    교수>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대학원대학원대학원대학원    의학과의학과의학과의학과    

전전전전            수수수수            영영영영    

    

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인간의 모발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생리적인 필수 기관은 

아니지만, 두피 모발은 태양 광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두피의 손상을 

방지하고 눈썹과 속눈썹은 햇빛과 땀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두피 모발은 성적인 매력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신체상(body image)

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회 생활 및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이러한 모발의 사회심리학적 의미는 산업 사회에 접어들어 생활이 풍

요로워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모발 

관리 및 모발 건강과 관련된 산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모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모발 관리 방법이나 모발 

용품의 사용은 현대인에게 있어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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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용을 위한 일상적인 열처리 과정에서 드라이어기 등을 사용하거나 

퍼머넌트 웨이브나 염색 및 탈색과 같은 화학 약물을 모발에 처리하는 것

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매우 상용화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모발에 외인성 손상을 주는 것으로서 현대인에게는 이미 일상적인 일이 되

고 있으나 손상의 의미 및 회복과 관련된 의학적 연구는 아직 미약한 실정

이다. 

 

외적인 모발 손상은 매우 다양하며 크게 물리적 원인과 화학적 원인 두 

가지로 구분된다. 물리적 원인은 주로 열 자극과 관련된 것으로 드라이어

기 등을 통한 인공적인 모발 건조 과정과 자외선에 대한 노출 및 태양 광

선에 의한 건조 등이 있고 1,2, 화학적 원인으로는 퍼머넌트 웨이브에 사용

되는 화학 약제나 탈색제, 모발 염색제에 의한 손상을 들 수 있다 3,4. 

 

물리적인 열 자극에 의한 모발 손상에 대한 이전 보고를 살펴보면, 일상

생활에서 모발을 건조시키기 위해 40-70℃의 건조한 바람이 나오는 드라

이어기를 사용한 모발을 고배율의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모각피

(hair cuticle)의 최외각 층에 있는 비늘이 손상되어 들떠있는 소견이 관찰

되었고 노출된 피질(cortex)은 갈라져서 모발의 장축 방향으로 갈라졌으며 

탈락되기 직전의 멜라닌과립들이 관찰되었다. 또한 투과전자현미경 상에서 

피질을 채우고 있는 각화세포는 세포내의 대섬유(macrofiber)가 분리되어 

틈을 형성하고 그 사이로 피질의 내부가 공기에 노출되는 소견이 보였고 

멜라닌 과립들의 크기가 정상 상태에서보다 작아져서 빈 공간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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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이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모발에 가해진 열에 의해 피질의 수분이 소

실되고 단백질의 화학구조에 변성이 초래되어 궁극적으로 피질의 탄력성이 

소실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한편 화학적 원인에 의한 모발 손상의 기전을 살펴보면, 우선 퍼머넌트 

웨이브에 의한 모발 손상은 시행 과정 중 사용된 화학제가 충분히 세척되

지 못하여 모발 중에 알칼리 성분과 산화제가 남게 됨으로써 케라틴 단백

질의 변성과 멜라닌 색소의 퇴색으로 발생하게 된다 6. 염색제는 일시 염모

제, 저분자량의 직접 염색제를 사용하는 반영구 염모제, 그리고 방향족 아

민계와 페놀계를 주성분으로 하는 영구 염모제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영구 염모제의 사용은 단층의 모소피, 두꺼운 모피질, 그리고 

가는 모수질(hair medulla)에 모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 중 모피질을 물

리적으로 보호하고 화학적 손상에 대한 장벽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

려진 모소피가 가장 손상에 취약하여 이 층의 손상은 고유의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게 된다 7,8. 

 

모발과 관련된 미용 제품은 기본적으로 모발 구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주의해서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상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모발 손상이 점차 회복되므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러한 화학제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적정 용량보다 과도하게 사용할 경

우 모발의 내성과 재생 능력을 초과하는 변화가 발생하여 비가역적인 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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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 나타나게 되며 심한 경우 임상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탈모와 같은 

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

향이 많다고 할 수 있다 9. 따라서 모발 손상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인 중요

성 외에도 모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의 중요성과 아울러 실

제 임상 의사들이 화학적으로 유발된 모발 손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심

을 제고시키는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퍼머넌트 웨이브나 염색과 같은 과정에 의한 모발 손상은 미용적 측면 

뿐 아니라 의학적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분야이지

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모발 표면의 윤기나 촉감으로 측정하는 

육안적 소견에 의존하고 있다 9. 이러한 방법은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재현성이 떨어지며 실제적인 모발 형태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기

술에는 어려움이 많다. 주사 및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시행한 형태학

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화학적 모발 손상 후의 변화로 첫째, 모발 표면의 

각피가 탈락되고 둘째, 각피세포 사이의 세포간층이 손상을 받으며 셋째, 

각피세포 안에서는 특히 내각피(endocuticle)가 주로 손상을 받는 결과가 

나타났다10. 또한 각피세포 사이의 세포간층에 존재하는 지질층에 대한 전

자현미경 관련 연구에서는 모발 염색 후 지질층의 연결이 소실되고 내각피

층의 공포화가 관찰되는 등 시기별로 각피의 손상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손상은 염색 1 주일 후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11. 한편 퍼머넌

트 웨이브 후에 모발 장벽 지질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에서는 염색제 사용 

시에 비해 각피세포의 손상은 비교적 적으나 세포간 지질층의 손상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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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12. 이런 결과들을 살펴볼 때 모발이 형태학적으로 손상을 

받으면 손상 받은 모발의 근간을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도 당연히 단백 성

분의 화학적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Inoue 등13 은 모발 표

본을 채취한 후 체외에서 퍼머넌트 웨이브와 탈색제를 처리하여 단백질의 

변화 양상을 보고한 바 있다. 이렇게 단백질을 기본으로 하는 화학적 요소

의 생체 내 변화 양상을 관찰한다면 형태학적인 변화에 비해 보다 객관적

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그 결과를 모발 

손상 정도 및 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퍼머넌트 웨이브나 염색시 사용되는 화학약제에 

의한 모발 손상의 형태학적 변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발 구성 요소 

중 단백질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손상 정도 및 시간에 따른 손상의 회복 정

도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의 의미는 모발을 잘라낸 후 외인성 

손상을 주고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발이 잘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상을 준 후 생체내 변화를 관찰하고, 또한 모발 손상 후 한 시점에서의 

단면적 관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시간대별 모발 단백질 성분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있다. 이 결과가 모발 손상의 정도 및 복원 정도를 측

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지표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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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재료재료재료재료    

 

가가가가. . . .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연구 시행 시작 전 6 개월 동안 모발 관리 제품의 과도한 사용 또는 

퍼머넌트 웨이브나 염색과 같은 모발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다른 인자가 

없었던 자원자 7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행하였다. 피실험자 7 명을 3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첫 번째 그룹은 3 명의 피험자로 퍼머넌트 

웨이빙을 시행하였고 두 번째 그룹은 2 명의 피험자로 염색을 

시행하였으며 세 번째 그룹은 먼저 퍼머넌트 웨이빙을 시행하고 1 시간 

경과 후 다시 염색을 시행하였다(Table 1). 총 연구 기간 동안 추가로 

퍼머넌트 웨이브와 염색은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샴푸, 스프레이 

등의 모발용품은 평소 습관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시행 전 미리 연구에 

사용할 제제를 이용하여 상박에 동전 크기 정도로 도포하여 자연 

건조시키고 2 일 후, 4 일 후에 반응을 관찰하고 4 일 후에 도포 부위에 

반응이 없으면 접촉 피부염 음성 반응으로 판독한 후 퍼머넌트 웨이브와 

염색을 시행하였다. 이때 단백 성분의 분석에 있어 모발 섬유의 원위부는 

모발 관리 제품이나 빗의 사용 등과 관련된 모발 손상이 주로 일어나는 

부위로 분석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제외하고 안드로겐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후두부 두피에서 근위부 모발 3-5 ㎝를 선택하여 잘라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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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은 퍼머넌트 웨이브 또는 염모제의 사용 

직전, 사용 직후, 1 일 후, 3 일 후, 1 주일 후, 2 주일 후, 4 주일 후, 6 주일 

후, 8 주일 후, 10 주일 후, 12 주일 후, 14 주일 후 등 총 12 번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시행하였다. 

나나나나. . . . 연구재료연구재료연구재료연구재료    

30% Acrylamide/bisacrylamide solution, Trizma base, Sodium 

dodecyl sulfate(SDS), Dithiothreitol(DTT), 2-mercaptoethanol,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은 Sigma 사에서 구입하였다. YM-3 

membrane 이 장착된 centricon 은 Millipore 사에서, ubiquitin monoclonal 

antibody 는 Zymed laboratories Inc.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2. 2. 2. 방법방법방법방법    

    

가가가가. . . . 전체전체전체전체    모발모발모발모발    단백단백단백단백질질질질(whole hair protein)(whole hair protein)(whole hair protein)(whole hair protein)    추출추출추출추출    및및및및    농축농축농축농축    

1% SDS, 0.2M DTT 를 포함하는 0.2M Tris-HCl(pH 9.0) 완충액을 

이용하여 37℃ 배양 진탕기에서 90 시간 동안 추출한 후 농축하였다. 

나나나나. . . . 부분부분부분부분    모발모발모발모발    단백단백단백단백질질질질(partial hair protein)(partial hair protein)(partial hair protein)(partial hair protein)    추출추출추출추출    및및및및    농축농축농축농축 

0.2M 2-mercaptoethanol 을 포함하는 0.2M Tris-HCl 완충액을 이용해 

37℃에서 16 시간 동안 흔들어 추출하였다. 추출한 부분 단백을 Amicon

의 YM-3 membrane 이 장착된 centricon 을 이용하여 농축하였다. 

다다다다. . . . 전체전체전체전체    및및및및    부분부분부분부분    모발모발모발모발    단백질단백질단백질단백질    정량정량정량정량(protein assay)(protein assay)(protein assay)(protein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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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정량은 사용하여 Bradford 법14 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라라라라. . . . 전체전체전체전체    및및및및    부분부분부분부분    모발모발모발모발    단백단백단백단백    전기영동전기영동전기영동전기영동    및및및및 western blot  western blot  western blot  western blot 분석분석분석분석    

가, 나, 다 과정을 통해 얻은 전체 모발 단백과 부분 모발 단백에 각각 

16.5% SDS-PAGE를 시행해 Coomassie Brilliant Blue로 염색하여 band

의 양상을 분석하고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SDS-PAGE를 시행하여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으로 전이시키고 ubiquitin에 대한 

monoclonal antibody를 이용해 western blot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마마마. . . . 결과판정결과판정결과판정결과판정    

(1) (1) (1) (1) 전체전체전체전체    모발모발모발모발    단백단백단백단백질질질질 western blot  western blot  western blot  western blot 시행시행시행시행    

Western blot을 시행한 전체 모발 단백질을 시행 직전, 시행 직후, 1일 

후, 3일 후, 1주일 후, 2주일 후, 4주일 후, 6주일 후, 8주일 후, 10주일 후, 

12주일 후, 14주일 후 등 표본을 얻은 총 12번의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band 형태의 변화를 관찰하여 비교하였다.    

(2) (2) (2) (2) 부분부분부분부분    모발모발모발모발    단백단백단백단백질질질질 western  western  western  western blot blot blot blot 시시시시행행행행    

Western blot을 시행한 부분 모발 단백질을 시행 직전, 시행 직후, 1일 

후, 3일 후, 1주일 후, 2주일 후, 4주일 후, 6주일 후, 8주일 후, 10주일 후, 

12주일 후, 14주일 후 등 표본을 얻은 총 12번의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band 형태의 변화를 관찰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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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과결과결과결과    

 

1111. . . . 전체전체전체전체    모발모발모발모발    단백질단백질단백질단백질 western blot  western blot  western blot  western blot 시행시행시행시행    결과결과결과결과    분석분석분석분석    

가. 퍼머넌트 웨이브를 단독으로 시행한 실험군에서는 피실험자 A 에서 

시행 1일 후 10 kD 영역에서 band 가 출현하였으며 시행 전이나 시행 이후

의 다른 시간대에서는 특별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1). 

나. 염색을 단독으로 시행한 실험군에서는 피실험자의 표본으로 시행한 

모든 western blot 에서 특별히 관찰되는 단백질은 없었다. 

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행 1 시간 경과 후 염색을 추가로 시행한 실험군에

서는 피실험자의 표본으로 시행한 모든 western blot 에서 특별히 관찰되는 

band 는 없었다. 

 

2222. . . . 부분부분부분부분    모발모발모발모발    단백질단백질단백질단백질 western blot  western blot  western blot  western blot 시행시행시행시행    결과결과결과결과    분석분석분석분석    

가. 퍼머넌트 웨이브를 단독으로 시행한 실험군에서 채취한 표본으로 시

행한 western blot 상에서, 피실험자 A 는 실험 시행 직전부터 14 주째까지 

모든 경우에서 10 kD 영역의 밴드가 관찰되었다(Fig. 2). 피실험자 B 는 직

후, 1 일 후, 3 일 후와 14 주 후에서 10 kD 영역에서 밴드가 관찰되었으며 

피실험자 C 에서는 실험기간 전체에 걸쳐서 특별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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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염색을 단독으로 시행한 실험군에서 채취한 표본으로 시행한 western 

blot 상에서 피실험자 D 는 염색 직후, 1일 후, 3 일 후와 12 주 후에서 10 

kD 영역의 band 가 관찰되었다(Fig. 5). 피실험자 E 는 염색 직후, 3일 후, 1

주 후, 2 주 후, 6 주 후, 8 주 후, 14 주 후에서 10 kD 영역에서 band 가 관

찰되었다(Fig. 6). 

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행 1 시간 경과 후 염색을 추가 시행한 실험군에서 

채취한 표본으로 시행한 western blot 상에서 피실험자 F 는 시행 직전, 직

후, 1 일 후, 3 일 후, 6 주 후, 10 주 후, 12 주 후, 14 주 후까지 10 kD 영역

에서 band 가 관찰되었으며, 피실험자 G 는 전체 실험 기간에 걸쳐 특별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7, 8). 이상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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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인체 모낭은 모유두(dermal papilla), 모기질(hair matrix), 모간(hair 

shaft), 내측 모근초(inner root sheath), 외측 모근초(outer root sheath)의 

5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중 모간은 모각피, 모피질, 모수질로 구성되

어 있으며 내측 모근초는 내측 모근초 소피, Huxley 층, Henle 층으로 구성

되어 있다. 모낭은 세포 성장, 상피조직과 간엽조직 간의 상호작용, 표피 

분화 및 호르몬의 작용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하에 독특한 모발의 주기

성을 갖게 되는데, 각각의 모낭은 생장기(anagen), 퇴행기(catagen), 휴지

기(telogen)의 3 단계로 구성된 모발주기(hair cycle)를 갖는다. 또한 대부

분의 포유류에서는 인접한 모낭 사이의 주기에 일치성(synchrony)이 있으

며 이러한 특성이 출생시뿐만 아니라 성체가 되어서도 유지되는데 비해 사

람에서는 출생 후부터 인접한 모낭끼리의 활성도에 차이가 생기면서 각기 

다른 주기를 갖는 불일치성(asynchrony)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15,16. 

 

모발의 생화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모발 섬유는 핵이 없는 각질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학적으로 죽은 상태이다17. 모발에 존재하며 단백질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케라틴 섬유는 주로 불용성의 케라틴 중간 섬유 단백질

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중간 섬유 담백질의 가장 복잡한 집합체로 모든 상

피 세포에 구조적 원형을 제공한다. 중간 섬유 단백질의 사이 공간은 케라

틴 관련 단백질로 이루어진 간질로 채워져 있으며 사람의 모발에서 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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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고황단백(high-sulfur protein), 비고황/고글리신 타이로신 단백질

(non high-sulfur/high glycine-tyrosine containing protein)로 이루어져 

있다18,19. 인체 모발 케라틴은 두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1 형 케

라틴으로 이는 17 번 염색체 단완(17q12-q21)의 유전자집합에서 암호화되

며 산성을 띄고 크기는 40-56.5 kDa 으로 비교적 작다. 1 형 케라틴은 다

시 3 가지 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A 군에는 hHa1, hHa3-Ⅰ, hHa3-Ⅱ, 

hHa4 이, B 군에는 hHa7, hHa8 이 속하며 이 두 군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모발 케라틴을 함유한다. C 군에는 hHa2, hHa5, hHa6 이 해당되는데 구조

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모발 케라틴을 함유한다20. 2 형 케라틴은 12번 염색

체 단완(12q11-13)의 유전자집합에서 암호화되며 중성에서 염기성을 띄

고 크기는 52-67 kDa으로 비교적 크다. 2 형 케라틴은 다시 A 와 C 2가지 

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A 군에는 hHb1, hHb3, hHb6가 속하고 이것들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모발 케라틴을 함유한다. 한편 C 군에는 hHb2, hHb4, 

hHb5 이 속하며 연관성이 적은 모발 케라틴을 함유한다21. 또한 케라틴 관

련 단백질은 크게 2 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고황 단백질로 분

자량이 9-25 kDa 에 해당하는 시스테인이 풍부하며 피질의 케라틴 미세섬

유(filament) 사이에서 생물학적 접착제로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는 

고 글리신/타이로신 함유 단백질로 분자량은 6-9 kDa 에 해당한다 22,23.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

아지면서 모발 관리와 관련된 산업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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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미용 목적의 퍼머넌트 웨이브나 염색 등은 일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

는 방법이다. 먼저 퍼머넌트 웨이브에 의한 모발의 변화 과정을 간략히 살

펴보면, 수분을 공급하여 모간내 수소 결합에 물을 침투시키면 모발의 탄

력성이 증가하고 thioglycolic acid 를 주성분으로 하는 환원제를 처리하면 

농도에 비례하여 이황화결합이 분해되어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 결

합은 모발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 분자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이황화결합을 다시 형성하게 되며 hydrogen peroxide 를 주성분으로 하는 

중화제를 처리하면 새로 형성된 결합은 그대로 굳게 된다. 이 때 과도하게 

이황화결합이 분해되면 모발에 심한 손상이 발생하여 회복이 어려워지게 

된다 3,24,25. 한편 염모제의 구성은 산화 과정에서 색소를 형성하는 1 차 매

개물질로 흔히 orthoaminophenol, paraaminophenol 또는 

phenylenediamine 이 사용되고 1 차 매개물질의 산화 산물과 결합하여 염

료를 형성하는 연결기로는 meta-aminophenol, meta-diaminobenzene 이 

사용되며 산화제로는 과산화수소가 사용된다. 염모제에 의한 모발의 손상

은 염모제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일시 염모제의 경우 pH 가 중성

에 가깝고 한번의 샴푸로도 간단히 씻겨나가므로 모발 손상과 크게 연관이 

없다. 그러나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영구염모제는 강한 알칼리성 제제

로써 모발이 자연 회복되는 시기보다 빨리 염색 횟수를 늘리거나 제제 도

포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하여 사용하는 경우 심한 모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모발 손상을 초래하여 임상적으로 명

백한 탈모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모발에 대한 염모제의 침투성은 염

모제의 산성도, 수분, 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강알칼리성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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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성이 강하여 각피의 손상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5,26. 

 

이렇게 모발에 미용적인 목적으로 화학 물질을 처리하면 모간의 정상적

인 외측 및 내측 구조, 즉 모각피, 수질 및 피질에는 불가피하게 변형이 

초래된다. 먼저 모각피는 모발의 외형 및 모간에 변화를 초래하는 화학 물

질의 침투를 억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구조이다. 모소피는 시스틴이 풍부

한 외각층인 외각피(exocuticle)와 잔여 세포로 이루어진 내각피로 구성된 

층상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각피 세포에 손상이 발생하면 모발 표면이 

거칠어지고 윤기가 떨어지며 모간의 안쪽 층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투과

성이 증가한다 23. 이런 변화에 의해 모발은 정전기나 습도의 영향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며 모발 관리가 어려워지게 된다. 모간의 안쪽 구조에 변

화를 주기 위해서는 모각피가 반드시 열린 상태로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알칼리성 화학 물질에 의한 모각피의 손상은 퍼머넌트 웨이브나 염색에 있

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다 27. 모각피 안쪽에 위치하는 모피질 역시 시

스틴이 풍부하며 피질 섬유는 모발의 장력과 관련된다. 모피질은 멜라닌 

과립을 함유하고 있고 염색을 시행할 경우 모피질의 외각층까지 염모제가 

침투해야 하며 영구 염모제의 경우 보다 안쪽까지 침투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8. 모수질은 모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구조로써 여기에 

위치하는 단백질은 대부분의 용매에 대해 강한 저항성이 있어 퍼머넌트 웨

이브나 염모제 사용시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강한 알칼리성 제제

의 사용이 필요하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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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부터 모발의 손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을 살펴보

면 우선 모발을 시진 및 촉진하여 윤기와 촉감 등을 기술하고 유사한 환경

에서 손상된 모발을 표준형으로 비교하는 육안적 분석 방법이 흔히 사용되

어 왔다. 육안적 소견에 의존하는 방법은 관찰 및 기술이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으나 재현성이 떨어지고 실제적인 모발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술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 외에 모각피의 손상이 심할수록 저항이 증

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발의 마찰 저항을 측정하거나 손상된 모발에 힘

을 가하면 쉽게 끊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거나 모발 섬

유의 직경을 측정하여 손상 정도를 살피기도 했으며 손상된 모발은 수분 

흡수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팽윤도를 측정하기도 하였는데 23  

이 방법들은 모발의 손상 정도를 직접 살펴보거나 혹은 모발 구성 성분의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발 손상에 의한 변화를 이차적으로 

이용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모발의 손상 정도를 형태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방법에는 미세 

현미경을 통한 관찰 방법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퍼머넌트 웨이브나 염

색제 사용 후 흔히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모발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염모제 사용 후 모발의 손상을 시간대별로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모각피의 

손상은 염모제 사용 후 6시간 경과 후와 1일 경과 후가 가장 심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서서히 회복되어 8 주 경에는 모각피가 거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 염모제 도포 전 상태로 돌아간 소견을 관찰하였다. 모발은 1 달에 약 

1 ㎝가량 자라며 따라서 대개 모발 염색 시행 4-6 주가 경과하게 되면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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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되지 않은 모발이 두피 위로 1 ㎝이상 드러나게 되므로 미용적인 관

점에서 보면 이때 염색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만, 모발 손상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 주의 간격을 두고 모발 염색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10. 이렇게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 관찰시에는 미세구조를 관

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OsO4 를 사용하며, 모발의 각 구조층 사이의 지질

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질 고정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부 각질층 지

질 관찰시 사용되는 RuO4 로 모발을 처리할 경우 모발 손상이 너무 심해지

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점을 극복한 새로운 고정액이 고안되기도 하였다30. 

한편 보다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다른 고정과정 없이 비교적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샴푸의 효과나 층상 중합체(layering polymers)의 균질성을 판정

하거나 불투명도, 투명도, 휘도 등 모발 표면의 광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공초점 주사현미경을 사용한 보고도 있으며31, X 선 회절을 이용해 인

체 모낭의 각질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도 있어 향후 모발의 손상 정

도를 형태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2. 

 

이렇게 모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모발 손상에 대해 보다 

의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최근에는 형태학

적 연구에 덧붙여 모발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과 지질 등에 대한 분자생물

학적 수준에서의 연구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분자생물학적 연구는 

그 결과를 정량화할 수 있고 표준화된 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 분석이 

용이하며 단일화된 지표로서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모발, 손톱 및 각질층 등 여러 가지 각질화된 조직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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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가용성 단백질을 추출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용성 단백질이 전체 단

백질 추출물과 다른 구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보고되었고 이는 가용성 단백

질이 각질화된 조직에 약하게 결합되어 있어 부분 추출물에 선택적으로 모

여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3. 최근 한 보고에서는 모발에 다양한 화학 물

질을 처리하였을 때 모발 단백의 분자 단계 또는 미세환경의 변형에 의해 

안정적으로 존재하던 가용성 모발 단백이 불안정한 상태로 변환되어 심한 

모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 불안정한 단백질을 추출하여 

성분을 확인함으로써 모발 손상의 지표로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아미

노산 서열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불안정 단백질의 주 성분은 76 개

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며 약 7 kDa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ubiquitin 으로 

확인되었다13. ubiquitin은 비리소좀성 단백질 분해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ubiquitin-단백질 결합효소 체계를 통해 단백질 분해시 신호로 

작용하고 다양한 표적 단백에 공유 결합하여 기능을 수행한 후 분리되었다

가 재사용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ubiquitin 은 여러 다양한 기본적인 세

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세포고사, 항원 제시, 

세포 주기 진행, 세포 신호 전달, 전사 조절, 수용체 하향조절, 세포내이입 

(endocytosis)등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4. 

 

미용적인 목적으로 화학 물질을 모발에 처리하면 모발 단백이 용해되어 

분리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단백질의 소실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과

거로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 제시된 불안정 단백질 측정법은 과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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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손상된 모발에 알칼리 용액을 

처리하면 손상된 단백질 등 모발 구성 물질들이 손상받지 않은 모발에 비

해 많이 배출된다는 점을 이용한 알칼리 용해도 측정법은 과거로부터 흔히 

사용된 방법이지만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불안정 단백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략적인 반응을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으로 모발 손상 측정을 재현성 

있게 살펴보기에는 불충분하다. 또한 손상받지 않은 모발에 비해 손상된 

모발이 마모 자극에 더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발 표본을 물에 침수

시킨 후 흔들어 섞거나 빗으로 벗겨내 소실된 단백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

는 방법이 모발 표면 손상 측정에 있어 쉽고 민감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으

나 흔들거나 빗질하는 과정을 재현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적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단백질 추출법은 모발의 손상 정도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자외선, 퍼머넌트 웨이브 제제, 염모제 등에 의해 손상된 모발에

서 적용한 보고가 있는데, 퍼머넌트 웨이브 제제 사용 후 추출된 단백질의 

양이 동일한 조건에서 불안정 단백질보다 적은 양이 검출되고 탈색제 사용 

후에는 특히 추출 단백질에 비해 불안정 단백질의 양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 불안정 단백질 검출 방법에 비해 예민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13.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하여 저자들은 ubiquitin 을 주성분으로 하는 불

안정 단백질이 외인성 자극에 의한 모발 손상 후 손상의 정도와 회복을 예

측하는데 있어 민감도와 재현성이 높은 방법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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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하고 퍼머넌트 웨이브를 시행한 군, 모발 염색을 시행한 군, 퍼

머넌트 웨이브와 모발 염색을 함께 시행한 군 등 총 3 군으로 나누어 실험

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실험군의 구성은 지질층에 보다 손상을 주는 퍼머

넌트 웨이브제와 각피세포에 보다 손상을 주는 염모제 중 단백질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제를 비교하고자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염모제 도포 

8 주째 모소피가 거의 완전한 회복을 보인 연구 결과9를 바탕으로 본 실험

이 형태학적 분석이 아니라 분자생물학적 분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간 변화 소견을 관찰하고자 하여 시행 직전, 시행 직후, 1 일 후, 3 일 

후, 1 주일 후, 2 주일 후, 4 주일 후, 6 주일 후, 8 주일 후, 10 주일 후, 12 주

일 후, 14 주일 후 등 총 12 번에 걸쳐 표본을 채취하여 western blot 분석

을 시행하였다. 우선 전체 모발 단백질의 경우 퍼머넌트 웨이빙을 단독으

로 시행한 피실험자 A 에서만 시행 1 일 후 10 kDa 영역에서 양성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다른 표본에서는 특별한 양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

것은 전체 모발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단백질의 양이 미약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부분 모발 단백질의 경우 western blot 상에서 시기별로 

다양한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피실험자 A 와 F 는 실험 직전 채취한 표본에

서 10 kDa 영역의 양성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는 연구 시행 전에 모발에 

외인성으로 손상을 줄만한 인자가 없는 피실험자를 그 대상으로 했으나 손

상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실험 전에 관여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

험 시행 직후 채취한 모발 표본에서는 7 명 중 실험 기간 동안 밴드 양성 

소견이 계속 관찰되지 않았던 2 명을 제외한 5 명의 피실험자에서 모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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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견이 관찰되었고, 퍼머넌트 웨이브를 시행한 피실험자 2 명, 염색을 

시행한 피실험자 1 명, 그리고 퍼머넌트 웨이브 시행 1 시간 후 염색을 시

행한 피실험자 1 명에서는 실험 중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지 않던 

양성 소견이 실험 후반부인 12 주와 14 주째에 나타나는 소견이 보였다. 

이는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모발 손상이 14 주까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실험 중간 과정에서 모발 손상 이후 어

느 정도의 회복 후에 단백질 패턴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고 생각된다. 실험군별로 결과를 비교했을 때 퍼머넌트 웨이브만을 시행

한 군, 염색만을 시행한 군, 퍼머넌트 웨이브와 염색을 함께 시행한 군별

로 구분되는 특이한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차후 보다 다수의 피

실험자를 대상으로 비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발 손상을 미리 예방하거나 손상으로부터 회복시키는 방법은 손상된 

모발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방법과 손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나누어 생

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회복을 돕는 방법으로는 알칼리에 의한 경미한 모

발 손상이 산성 린스에 의해 회복되는 점에 착안하여 모각피의 투과성을 

감소시키는 산성 모발 보호 제품을 모발 염색 직후에 사용하는 것이 도움

이 될 수 있다 8,35. 또 염모제 사용 후 stearalkonium chloride 등의 양이

온 계면활성제나 양이온중합체(cationic polymer)등을 함유한 모발 용품을 

사용함으로써 손상된 모발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36.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손상된 모발에 적용하였을 때 육안적인 호전은 관찰되었으나 실제 모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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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둘째로 염모제 등 모발 용품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모발의 손상을 감소시키

는 방법이 있다. 주된 손상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염색제의 pH를 낮추는 방

법이나 염색제의 도포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미

용적 효과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손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선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9. 

 

이 연구는 퍼머넌트 웨이브나 염색시 사용되는 화학약제에 의한 모발 손

상의 형태학적 변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손상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단백질의 분석을 통해 손상의 종류 및 시간에 

따른 손상의 회복 정도를 관찰하고 그 회복 양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를 기반으로 보다 대규모의 연구를 시행하면 모발 손상의 정도 및 복원 능

력을 측정하여 모발 손상을 포함한 각종 모발 질환의 치료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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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이 연구는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퍼머넌트 웨이브와 염색 방법으로 

모발에 손상을 가한 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모발 표본을 채취하여 모발 

단백질을 추출하여 western blot 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단백질의 손상 및 

회복 양상을 분자생물학적으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모발 단백질의 western blot 상에서는 퍼머넌트 웨이브만을 시행한 

피실험자 1 명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band 의 변화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체 모발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단백질의 양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부분 모발 단백질의 western blot 상에서는 실험 시행 직후 채취한 모

발 표본에서 실험 기간 중 band 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던 5 명의 피실험

자에서 모두 양성 소견이 관찰되었다. 또한 4 명의 피실험자에서는 실험 

중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지 않던 양성 소견이 실험 후반부인 

12 주와 14 주째에 나타나는 소견이 보였다. 이는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모발 손상이 14 주까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퍼머넌트 웨이브와 염색제 사용을 통해 모발 손상 후 부

분 모발 단백질의 변화를 관찰하고 모발 손상 후 단백질의 변화가 있음을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western blot 상에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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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단백질의 출현이 이전의 형태학적 모발 손상과 회복 소견에 비해 보

다 장기간 관찰된 것으로 보아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모발의 손상이 회복

될 때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실험군별로 단백질 변화 양상에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므로 이러한 소

견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실험을 통해서 모

발 손상의 정도를 분석함에 있어 그 지표로서 단백질의 사용 가능성을 추

가로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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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g. 1. Fig. 1. Fig. 1.     Western blot analysis of whole protein from subject A. There is a 

linear band on the 10 kDa area on the 1
st
 day after the treatment. 

 

 

 

 

Fig. 2. Fig. 2. Fig. 2. Fig. 2. Western blot analysis of partial protein from subject A. There is a 

linear band on the 10 kDa area right before the treatment, right after 

the treatment, 1
st
 day, 1

st
 week, 2

nd
 week, 4

th
 week, 6

th
 week, 8

th
  

week, 10
th
 week, 12

th
 week, and the 14

th
 week after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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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g. 3. Fig. 3. Fig. 3. Western blot analysis of the partial protein from subject B. There is a 

linear band on the 10 kDa area directly after the treatment, 1
st
 day, 3

rd
 

day, and the 14
th
 week after the treatment. 

 

 

 

 

Fig. Fig. Fig. Fig. 4444. . . . Western blot analysis of the partial protein from subject C. There are 

no specific findings during the period of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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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5555. . . . Western blot analysis of the partial protein from subject D. There is a 

linear band on the 10 kDa area directly after the treatment, on the 1
st
 

day, 3
rd
 day, and the 12

th
 week after the treatment. 

 

 

 

    

Fig. Fig. Fig. Fig. 6666. . . . Western blot analysis of the partial protein from subject E. There is a 

linear band on the 10 kDa area directly after the treatment, on the 3
rd
 

day, 1
st
 week, 2

nd
 week, 6

th
 week, 8

th
 week, and the 14

th
 week after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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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7777. . . . Western blot analysis of the partial protein from subject F. There is a 

linear band on the 10 kDa area directly prior to the treatment, directly 

after the treatment, 1
st
 day, 3

rd
 day, 6

th
 week, 10

th
 week, 12

th
 week 

and the 14
th
 week after the treatment. 

 

 

 

 

Fig. Fig. Fig. Fig. 8888. . . . Western blot analysis of the partial protein from subject G. There are 

no specific findings during the period of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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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TableTableTable 1. 1. 1. 1.  Subject information 

 

group subject age sex Type of treatment 

1 A 34 M Permanent waving 

 B 22 M Permanent waving 

 C 24 M Permanent waving 

2 D 27 M Hair dyeing 

 E 28 M Hair dyeing 

3 F 24 M Waving with hair dyeing 

 G 24 M Waving with hair dy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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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able 2. Table 2. Table 2. Summary of western blot analysis of the partial proteins from 

the subjects 

                                G) group, S) subject, O) positive finding, X) negative finding, N) 

not analyzed because of small amount of the partial proteins 

 

Time of sampling 
G S 

직전 직후 1 일 3 일 1 주 2 주 4 주 6 주 8 주 10 주 12 주 14 주 

1 A O O O N O O O O O O O O 

 B X O O O  X X X X X N X O 

 C X X X X X X X X X N X X 

2 D X O O O X X X X X X O N 

 E X O N O O O X O O X X O 

3 F O O O O X X X O X O O O 

 G X X X X X X X X X N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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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ntitative Analysis of Hair Protein from Hair Damage 

    

Soo Young Jeo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n-Soo Lee) 

 

Various kinds of hair products have been used widely due to the increase 

of interest of hair styles. The cosmetic procedures such as permanent 

waving or hair dyeing are very popular today, but the medical studies 

related to the meaning of the hair damage and the restoration pattern from 

damage are mainly based on the structural findings. In measuring the 

degree of hair damage by the moleculobiological methods rather than the 

structural studies, the findings seem to be highly objective and standard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atterns of hair damage 

and restoration through electrophoresis and western blot analysis of 

the hair proteins. The 7 volunteers who we selected as subjects did not 

have any specific medical illness and have not performed any special 

cosmetic procedures that could have caused hair damage during the 

previous 6 months. We conducted permanent waving on three of them, 



 

 ３６ 

hair dyeing on two of them, and both permanent waving and hair dyeing 

on the remainder of the subjects. The human hair samples were 

obtained from the occipital scalp that was not affected by the androgen. 

We performed extraction and concentration of the whole and partial 

hair protein, then operated electrophoresis and western blot analysis of 

the hair protein.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is study : 

1. In the western blot analysis of whole hair proteins, there are no positive 

findings except subject A who permed his hair. It may result from the small 

amount of partial hair proteins among the whole hair proteins. 

2. In the western blot analysis of partial hair proteins, there are five 

positive findings on the day immediately after hair damage. All of them 

showed one positive finding at least during the experiment. On the other 

hand, 4 subjects showed positive findings on the 12th and 14th week after 

the treatment which did not show during the middle course of the 

treatments. We think these findings present continuous hair damage in 

the moleculobiologic aspect until 14th week. 

  These results showed change of the hair proteins from hair damage, 

and we found the possibility of prolongation of actual hair damage 

longer than expected ultrastructurally. 

Key Words :  Key Words :  Key Words :  Key Words :  hair damage, hair protein,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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