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회 : 천연물질로써 모발 성장 증식 및 억제 제품에 대한 시장 동향

탈모 관련 한방 샴푸로는 대표적으로 두리 화장품에 댕기머리를 꼽을 수

있다. 댕기머리 샴푸는 미용실 판매, 탈모 관리 센터 판매, 마켓 판매를 비롯

해 홈쇼핑까지 유통되면서 탈모인들에게 한번쯤은 사용해보아야 할 제품으

로 두피 시장에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켰다. 댕기머리 샴푸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출시했으며, 진기 모근 진액제품에는 감초, 당귀, 창포, 천궁, 인삼, 녹

차가 주성분이며, 댕기머리 진현단 샴푸, 스케일러에는 구절초, 조현, 측백엽,

상백피, 지황, 순비기나무열매, 구기자, 한련초, 하수오, 쑥, 인삼, 문주란 추출

물, 배롱나무 추출물, 호두, 비자 나무 등이 주성분으로 두피의 노폐물 제거

및 정화용으로 사용된다. 댕기머리 생모크리닉 샴푸, 에센스는 두피 및 모발

에 영양 공급 강화를 목적으로 주성분으로는 구절초, 인삼, 한련초, 천궁, 측

백엽, 백지, 세신, 상백피, 숙지황 등의 추출물 87%를 함유한다. 그 외 다양

한 영양 팩과 모근 강화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댕기머리 샴푸의

붐에 이어 각각의 브랜드별 탈모 제품이 나오면서 세부적으로 두피 타입별

육모, 양모, 발모에 효과적인 제품의 한방 샴푸가 화장품사별 매출에 큰 영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경제 2011. 05. 27일 기사를 보면 아모

레퍼시픽 한방 샴푸 브랜드 ‘려(呂)’가 연매출 1000억원대의 메가브랜드로 급

성장한데 이어 올 1-2월에는 샴푸 단일 품목 전체 시장에서 1 위를 차지해

출시 3년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발표했다. ‘려(呂)’의 제품

중 탈모케어 기능성 라인인 자양 윤모는 아모레퍼시픽만의 특허 성분 백자

인과 경옥산 및 자영단 (인삼, 검은콩, 녹차, 당약, 하수오 등) 발효액을 함유

해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자극이 적은 대두

(콩) 추출 천연계면활성제를 사용해 민감한 두피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

다라고 인터넷매체인 Focus에 기사화하였다. 매일경제에서는 두피에 한방

성분이 잘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리포솜 시스템과 변형 에토좀 시스템을

활용했으며, 주요 성분을 미세한 크기로 만들어 피부에 깊숙이 흡수되도록

유도하는 공법이며, 변형 에토좀 시스템은 각질 세포 사이를 보다 쉽게 통과

해 피부 깊숙이 성분 효능을 전달하는 공법이다라고 ‘려(呂)’의 제품소개에

덧붙였다. ‘려(呂)’의 두피 타입별 샴푸를 살펴보면 건성 라인 제품의 주요

성분으로는 백자인, 인삼, 창포, 구기자이며 백자인과 인삼은 모근 강화에 도

움을 주고 창포와 구기자는 두피와 모발에 수분 공급을 준다. 지성 라인의

주성분으로는 백자인, 인삼, 작약, 쑥으로 피지 밸런스를 조절해 주며, 민감

성 라인의 주성분에서는 백자인, 감초, 녹차이며 탈모 방지 및 진정 효과와



트러블 완화 작용을 한다. 유통사별 브랜드의 특징을 보면 웰라SP의 주성분

으로는 아보카도 오일, 제인, 캐시미어 추출물로 모발을 매끄럽게 하고 건조

함과 습기로부터 보호를 해주며 모발 구조 컨트롤을 도와준다. 해인지는 장

미꽃, 하수오, 뽕나무열매, 검은깨, 당광 나무 열매, 익모초, 측백나무잎, 인삼,

황기, 영지등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스벤슨코리아는 캐모마일, 소나무진, 달

맞이유, 인삼, 생강등이 대표적이다. 스펠라랜드의 한방 자연 성분으로는 초

산토코페롤, 살리실산 니코틴산, 아미드산 인삼, 당귀 등이 있다. 아미치0.3은

한련초, 치자, 뽕나무, 쑥, 감초, 석창포 등이 대표적이다. 보노겐은 당귀, 우

엉뿌리, 알란토인, 징크피리티온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모앤모아에서는

탈모방지, 모발 성장 촉진에 효과적인 특징이 있다. 직공 모발력은 전세계

특허 물질인 PDG 성분은 모발 뿌리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ATP라는 발모촉

진 에너지를 직접 생성함으로써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닥터

모는 건성과 지성 라인으로 구분하여 이소플라본, 이미다졸, 하수오, 산수유

추출물등이 모발 사이클에 도움을 준다. 그 외 까망, 난다모, 리엔, 리체나등

의 브랜드의 제품이 유통이 되며, 병원 및 약국에서는 미녹시딜, 프로페시아,

로게인, 보노겐플러스앤의 화학약품이 유통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탈모제품을 살펴보면 천연 카페인 성분이 모발 강화시켜주는 제품으로 여성

들의 가는 모발을 위한 제품이다. 청피단은 오가피, 황금, 측규근, 하수오, 천

문동, 오행초, 자초등이 대표적인 성분이다. 에스따르의 주성분으로는 라벤

더, 로즈마리, 라임,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 시더우드 오일 등의 천연 아로마

를 이용하여 두피를 진정시키는 효과에 중점을 있으며, 라벤더는 살균과 두

피 진정 효과, 함염작용이 있으며 로즈마리는 피부수렴, 두피활성화, 모발건

강에 도움을 준다. 라임은 항균과 살균효과가 있고 레몬은 살균과 피부수렴

이 있으며, 유칼립투스 오일은 항염작용, 살균 작용, 시더우드 오일은 지루성

두피나 비듬에 효과적이다. 탈모 진행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이외에 발모, 육모, 양모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다. 샴

푸나 토너 또는 트리트먼트 외에 탈모인들의 고민을 일시적으로 해결 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의 증모제가 출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흑체는 탈모인들

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흑채의 사전적 의미는 머리카락이 없

는 사람 또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에게 유용한 가발보다는 간편하게 머리에

뿌리는 검은 색 고체가루의 형태의 물질로 원래는 검은 유약을 바른 도자기

의 뜻이었으나 제조업체에서 검은 머리라는 의미의 흑체로 이름을 지었다고

백과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예전에 출시 된 흑체는 땀과 비에 흘러 내리는

단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흑채들이 나와 있으며 분말 형태와 스프레



이 방식으로 뿌릴 수 있는 제품등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여 흡착력이

뛰어나 비에는 강하나 일반 샴푸로 깨끗이 지워진다는 장점을 가진 제품들

이 유통되고 있다. 흑채에 사용되는 천연물은 두피에 좋은 편백나무잎 추출

물, 녹차와 인삼, 창포 추출물 등의 함유로 두피 진정 효과와 오염된 외부

환경으로부터 두피와 모발을 보호해준다고 한다. 모발색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색상별로 판매되고 있으며, 흑채를 사용한 한 후 두피관리를 홈케어 할

수 있도록 세트상품도 유통되고 있다. 기존에 한정된 곳에서 유통되던 탈모

제품들이 유통 경로간의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로 인해 백화점, 화장품 전문

점, 방문판매, 인터넷 및 네트워크, 마트, 약국, 피부관리실, 두피관리실, 피부

과, 슈퍼 등에 유통 되고 있다. 이 유통 과정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는 반면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입 해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샴푸는 탈모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발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두피에 피지나 부유물질이 있어 성장을

방해하므로 가장 기본적인 청결을 목표로 한다. 샴푸는 모발이 성장할 수 있

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

을 한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 관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나

이미 탈모가 진행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올바른 제품을 선택받아 개

개인에 맞는 두피 타입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유통

경로 중에서 탈모 제품 구입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두피 건강이 안좋을수록 사용 경험률이 높다고 한다. 다

양한 유통과정 중에 미용실과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화장품 전문점과 백화점,

홈쇼핑순으로 구입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개인이 두피, 모발 이상으로 인해

자가 진단으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주위 권유나 미용실에서

의 권유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