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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 Methods

두피 관리는 정확한 두피 진단과 올바른 두피 관리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바르지 못한

두피 관리 방법은 오히려 두피 문제를 발생시켜 탈모를 유발하여 아름다운 모발 유지를

어렵게 한다. 또한 두피의 청결을 위하여 과도한 샴푸의 사용과 잘못된 세정은 두피

유‧수분 균형을 깨뜨려 두피를 더욱 건조하거나 민감하게 만들기도 한다(Ha, 2013).

따라서 건강한 두피 상태의 유지와 아름다운 모발 관리를 위해 자신의 두피 유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Jeong, 2016; Myung, 2001).

두피와 모발의 깨끗한 세정, 적당한 유‧수분과 영양공급, 원활한 혈액순환은 두피

손상을 감소시켜 건강 두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건강한 모발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Choi, 2013; Moon, 2003).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들의 두피 관리는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피 관리에 관한 인식이 낮아

두피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자기 스스로

두피 상태를 판단하고 관리함으로써 두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두피 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개인이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경우와 두피 전문가를 통한

진단분석을 비교하여 성인들의 올바른 두피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자료수집

성인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인별 두피 관리 실태와 두피 진단기(API

202, 아람휴비스(주), 한국)로 두피 촬영과 두피 전문가 분석방법으로 조사하였다두피

관리에 대한 종합적 설문 내용에 대한 설문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고 총 1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고 자료를 통계 처리하였다.

2.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5.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피

관리상태, 관심도, 관리 방법, 염증도에 대한 자가 진단과 전문가 진단에 대한 분석을

카이제곱 교차 분석, 독립 표본(t-test), 일원 변량분석 (One way ANOVA)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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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성인들의 두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연령대별로 두피에 대한 개인별 자가 진단과 전문가 진단 결과를 통계적 방법으로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의 경우 두피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진단하여 판단하며, 두피 관리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으며, 두피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비용 지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두피

염증도는 자가 진단과 전문가 진단시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염증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성인들의

두피 관리 인식도는 매우 낮다고 판단됨으로 성인들의 건강한 두피 관리를 위한 대책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두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두피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의 두피 염증도에 대한 자가 진단

과 두피 관리 전문가 진단 결과를 독립 표본 t-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두피 관

리를 하는 경우와 두피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모두 두피 전문가 집단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피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두피 염증도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두피 염증도의 결과를 볼 때 두피 염증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두피

관리와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의 두피 관리에 대한 두피 상태, 두피 관리 관심도, 두피 관리 방법

, 두피 관리시 1회 비용에 대해 연령대별로 카이제곱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두피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은 모든 연령대에서 대부분이 개인별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을 통

해 결정하며, 30대와 40대에서 소수가 전문가 진단을 통해 두피 상태를 진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두피 관리 관심도 조사에서 20대의 경우 ‘관심이 없다’와 ‘보통이

다’를, 30대의 경우 ‘보통이다’와 ‘관심이 있다’로 분석되었다. 40대의 경우 ‘보통이다’가

‘관심이 있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의 경우 ‘보통이다’와 ‘관심이 있다’로 조사되었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20대를 제외한 30, 40, 50대에서 두피 관리에 관심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별로 두피 관리를 받을 경우 장소와 방법은 대부분의 연령대

에서 별도로 두피 관리를 받거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대와 30대, 

50대에서 소수가 두피 관리를 집에서 스스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의 두피에 대

하여 관리를 받을 때 관리 비용으로 어느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성인들은 두피 관리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관리 비용 지불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으며, 두피 관리를 받을 경우 소수 인원에서 3∼5만원 정도의 비용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별 자가 진단과 두피 관리 전문가 진단을 통한 연령대별 두피 염증도 차이를 일원

분산배치 분석(One-Way ANOVA)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령대별

두피 염증도 차이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가 진단한 경우 F=0.792,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질 않았으나 두피 전문가의 경우 F=0.933, p=0.003에서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내었으며 평균값으로 볼 때 연령대가 증가될수록 두피 염증도 값이

증가되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 염증도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두피 전문가를 통해 염증

도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두피 염증도는 두피의 탈모와 밀

접한 관계가 있어 보다 올바른 두피 관리와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두피 전문가를 통한

두피 관리·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Table 2.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nflammation according to age.

Inflammation 

20’s 30’s 40’s
After the 

50’s
F P Post-Hoc

General 2.3±1.0 2.6±1.1 2.7±1.0 2.5±1.1 0.792 0.5 -

Professional 3.3±0.7 3.5±0.9 3.7±0.7 4.0±0.3 4.933 0.003 a<d 

Table 3.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nflammation according to scalp care.

Scalp care
t p

Yes No

Inflammation 
General 2.4±1.0 2.9±0.9 2.785 0.006

Professional 3.5±0.7 3.7±0.7 1.374 0.172 

Table 1. The scalp care status according to age.

age
Total χ²

20's 30's 40's
after the

50's 

Diagnosis 

method

Self-diagnosis 33(23.6) 22(15.7) 26(18.6) 22(15.7) 103(73.6) χ²=15.32

9

p=0.018

Expert diagnosis 2(1.4) 9(6.4) 10(7.1) 6(4.3) 27(19.3)

Etc 1(0.7) 2(1.4) 1(0.7) 6(4.3) 10(7.1)

Interest in 

scalp care

Not at all 3(2.1) 0(0) 1(0.7) 1(0.7) 5(3.6)

χ²=24.18

6

p=0.019

No 13(9.3) 6(4.3) 3(2.1) 4(2.9%) 26(18.6)

Normal 13(9.3) 11(7.9) 18(12.9) 10(7.1) 52(37.1)

Yes 6(4.3) 11(7.9) 11(7.9) 10(7.1) 38(27.1)

Very yes 1(0.7) 5(3.6) 4(2.9) 9(6.4) 19(13.6)

management

method

Scalp care room 1(0.7) 8(5.7) 16(11.4) 12(8.6) 37(26.4)
χ²=29.12

1

p=0.001

Home care 8(5.7) 11(7.9) 1(0.7) 9(6.4) 29(20.7)

Not managed 26(18.6) 14(10) 20(14.3) 13(9.3) 73(52.1)

Etc 1(0.7) 0(0) 0(0) 0(0) 1(0.7)

one time 

cost

3∼5 million won 6(4.3) 9(6.4) 4(2.9) 8(5.7) 27(19.3)

χ²=21.62

4

p=0.042

5∼7 million won 1(0.7) 2(1.4) 3(2.1) 7(5) 13(9.3)

7∼10million won 1(0.7) 5(3.6) 5(3.6) 4(2.9) 15(10.7)

12million won over 1(0.7) 0(0) 4(2.9) 2(1.4) 7(5)

Etc 27(19.3) 17(12.1) 21(15) 13(9.3) 78(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