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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의 구조

모발은피부부위(두피)와
피부밑에있는모낭부위그리
고 피부바깥으로자라나온모발부위의3부위로크게나눌
수 있다.

두피의 구조
모발이자라나오는두피는표면에서부터차례로
표피, 진
피, 피하지방층등으로이루어져있다. 하나의모공에는적
게는1개에서많게는4개까지의모발이뭉쳐서자라나오는
데 이를‘모낭단위’
라 한다.

그림 1-1. 분리된 모낭군

모낭의 미세구조
모낭의 구조

모낭을더 자세히관찰해보면모낭은중심부의모발을3

모발과이를둘러싼모낭을하나씩분리하여모낭의구조겹의원통형으로둘러싸고있는형태로되어있다. 가장바
를 관찰해보면겉에서보는것과는달리상당히복잡한구

깥에서부터진피초, 외측모근초, 내측모근초의순서로되

조로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자가모발이식을할때는모 어 있다. 모발이식을하여모발이살아남기위해이 3부분
낭이온전하게남아있는모발을이식해야만모발이살아남
을 수 있다. 단순히뽑은모발에는모낭안쪽의일부만붙어
서 나오기때문에심어도자라지못한다.

이 온전히보존되어야한다.
모낭의뿌리부분을모구라하는데,
‘모유두’
라는 독특하
게 생긴구조를포함하고있다. 모유두는모발의성장을조

모발을하나씩분리하여빛을투과시켜본사진으로모낭절하는사령부에해당하는곳으로남성형탈모에서남성호
의 진피부위에뿌옇게보이는덩어리가모발에붙어있는

르몬이작용하는부위가바로이부분이다. 모유두에서의조

것처럼보이는데이것이
‘피지선’
이다. 피지선은모낭과연

절에따라세포분열이일어나는부위가모기질이며모발을

결되어있으며피지선에서분비된피지는모공을통하여피

생성하는부위이다.

부로나온다. 두피와얼굴은특히피지선이발달되어있는
부위이며여기에서분비된피지로인하여항상기름기가
많
은부위다. 탈모가있는사람들은남성호르몬의작용으로피모발의 구조
지의분비가함께증가하는경우를흔히볼 수 있다.

피부바깥으로나와있는모발은가장외측부터큐티클,

4

1장: 모발

모간
각질층
투명대
과립층
기저층

유두진피

피지선

망상진피
모낭
동맥
탄력섬유
결합조직층

모기질
동맥
모낭유두부
정맥

그림 1-2. 모발의 해부학 구조

그림1-3. 피지선

피질
속질

각피

그림 1-4. 모발의단면도
모발의중심은속질(medulla이
) 다. 모발중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은피질(cotrex이
) 다. 이피질부분은모발의강도와연성을좌우하는섬유소를포함하고있다.
모발의가쪽바깥부분은각피(cuticle로서물고기의비늘과같은형태이다.
)
이각피는외부의손상요인으로부터내부를보호한다. 피질을덮은각피가더많이닫혀져있을
수록피질은더잘보호된다.

모발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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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

큐티클

그림 1-5. a. 정상모발의표면을 1,100배확대한전자현미경사진으로여러겹으로이루어진큐티클표면이보인다. b. 모발의횡단면으로가장바깥쪽을큐티클이
둘러싸고있고그내부에단백질이보인다. c. 모발의단면을확대한사진으로여러겹으로이루어진큐티클의단면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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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모근

뿌리표피를가진성장기모근

퇴행기의모근

휴지기의모근

그림 1-6. 생리학적인면에서의모근의형태. 전자현미경으로본 모근

a

c

b

그림 1-7.
a.건강모발_ 각피(큐티클)가잘닫혀져있어표면이매끈하고내부가잘보호되고있다.
b.손상모발_ 각피더벌어져표면이거칠고외부의손상요인들이안으로침투할수가있다.
c.끊어진모발 _ 각피가크게벌어져있거나심지어부서져있고, 모발이심하게손상된상태다.

피질, 수질의3부위로이루어져있다(수질은모발에따라없있다. 모발이손상될때 초기에는큐티클이부서지거나벗
는 경우도있다). 큐티클은모발의내부를외부로부터보호

겨지면서모발의윤기가없어지며손상이더진행되면큐티

하기위한딱딱한각질층이며7~8겹으로이루어져있다.

클이거의없어지면서보호막이사라져모발내부의단백질

피질과수질은모발의형태를유지해주는역할을하며
주로‘케라틴’
이라는단백질로이루어진섬유들로채워져

이 소실되기시작해모발의탄력과힘이없어진다.

모발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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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의 성장

태아에서모낭성장의과정을folliculo-genes라고한다.
is

다. 어떤부분의모낭에서는털이자라는반면다른부분은
아직모낭의성장초기단계일수 있다.

모낭(Hair follicle)의성장

태아기모낭은몸전체로
볼때는머리에서발끝의
방향으

모낭형성기

로 이루어진다. 콧수염, 눈썹과
턱의모낭은임신9주초 태

모낭형성이란모낭이생성되거나성장하는것을말한다.

아의표피에서자라기
시작하며이와는다르게머리와몸통,

모낭은모발성장을위한기본단위이다. 모낭은
모낭덩어리

팔다리의모낭은대략임신22주 정도까지성장하게된다.

에서자라나게되는데한 덩어리는2~5개의모낭으로이루

이처럼모낭세포는몸전체에서동시에자라는것은아니

어져있다. 모낭은피부층으로뚫고들어가단단한세포기

그림 1-9. 모발의 성장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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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을형성하는다섯단계를통해성장한다.

떨어져나간다. 만일취모가늦게떨어져나가게되면아기
는 털이많은상태로출산된다. 또한태아기두번째취모가

Ω1기 전배세포기(Pre-germ stage) 태아에서
초기모낭성

장기를전배세포기라부른다. 이단계동안에는상

자라나는데출산후 2~4개월안에떨어져나간다.
모낭은7~10일 동안이마에서정수리부분까지주기적으

피세포의덩어리가피부표피에형성된다. 이러한세 로 휴지기에들어가게되며임신32~36주에떨어져나가게
포덩어리는결합조직형성세포
바로위에형성된다.

된다. 모낭의주기적변화로인해후두부의모낭은여전히

Ω2기 배세포기(Germ stage) 배세포기동안초기배세포들 성장기에들어가있으며출생후갑자기휴지기에들어가게

은표피에서피부의
아래층인진피로성장하기시작 되며그 후 짧은기간을거쳐떨어져나간다. 이처럼한 살
한다.

이 될 때까지머리카락은머리전체에서동시에자라지않

Ω3기 기둥형성기(Peg stage) 기둥형성기동안상피세포는 는다. 출산후에는모낭이더 이상생성되지않는다.

아래로향하는단단한기둥을형성하면서성숙하는

그러나일생동안모낭은성장기, 퇴행기, 휴지기의
주기

진피를뚫고자라게된다. 결합조직형성세포는자라 적 변화를거듭하면서생성, 소멸을반복한다. 즉기둥형성
나는상피세포기둥앞쪽에남아있고후에섬유근초 기와구상기를번갈아거치며성장하는것이다.
와 모유두를형성하게된다.
Ω4기 구상기(Bulbous stage) 구상기에는모낭기둥이세포

분열을일으키면서계속하여아래쪽으로성장한다.
가장아래쪽부분은원시적인모유두를감싸는오목
한부분을가진모구(구모양)로발전하게된다. 모낭
의 인접부분은모기질을가지고있으며이는후에
모간과내부근초를형성하게된다. 두개의상피세
포의싹은모낭의뒷부분에서나타나게된다. 피부
표면과가까운하나는피지선이되며좀 더 아래쪽
에 있는불룩한주머니(bulge)는 입모근(APM)이 생
성될자리가된다.
Ω5기 모낭성숙기(Follicle maturation) 성숙하고
있는구모

양의모근은내 외부근초와모간으로분화한다. 모
낭은아래쪽으로계속자라진피속으로들어가모
낭형성을마친다. 이기간이지나면새로운털을형
성하기위해위쪽으로성장한다. 새롭게형성된모
간은피부가생기기전에형성된통로를통과하게
된다.

모발의 성장
머리카락은임신16~20주에서자라기시작한다. 이렇게
처음자라는털을취모(솜털)라고부른다. 취모는
가늘고색
소가부족하며몸 전체를덮는데모체자궁내 8개월중에

모발성장의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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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성장의 조절

모발의성장은모발자체의성장주기를갖고있으며이

조절된다. 계절이바뀌며
털갈이하는것은일조량과밀접한

들은아마도전신적인요인에의하여
영향을받을것으로생

관계가있으며일조량의변화는뇌의송과선의호르몬을조

각되고있다. 모발의성장을조절하는전신적인인자로가

절하므로털갈이를일으킨다.

장 잘 알려진것 중의하나가안드로겐이다.

실험적으로동물에서송과선을제거하면털갈이를관찰

안드로겐은사춘기가되면음부, 턱수염등의모발은연

할 수 없는사실이이를뒷받침한다.

모에서성모로유전적배경이있는사람의두정부모발을성 그러나사람에서는계절에
따라모발의성장이변화는
동
모에서연모로이행시키는대표적인모발의성장을조절하

물에서처럼차이나게관찰할수없다. 모발자체의성장주

는 물질이다. 임신시 모발의변화도잘 알려져있는데임신

기는모유두가갖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모유두는
모발

을 하게되면성장기모발의비율이높아지고빠지는모발

이 성장할수 있는신호를모기질에보내는데이 신호로는

의 수가줄어들게된다.

성장인자혹은모유두세포와모기질세포의직접접촉에

출산후에성장기에서퇴행기로이행하지않았던많은모 의하여신호를보내므로모기질이증식하고모발이성장하
발들이한꺼번에이행하므로갑자기탈모가증가되는것을

게 된다. 남성형탈모증에서탈모가일어나는기전도남성

느낄수 있다. 이때 에스트로겐이관여할것으로생각되고

호르몬이모유두에도달하여

있다.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도 모발의 변화를 보여

모유두로하여금
모발의성장을유발하는
성장인자를분

thyroxine도 모발의성장을조절하는인자의하나로생각되

비하지못하도록하거나, 모유두의
성장을억제하는물질을

고 있다.

분비하므로탈모가일어난다. 모발은
우리가인식하지못하

그 외에growth hormone, prolactine등이모발의성장을
조절한다. 동물에서는
외부환경요인에의하여털의성장이

는 사이에서서히성장하고, 빠져나가며우리의모습을지
켜주는피부의한 부속기이다.

그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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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의 역할

우리들의신체표면에는약 500만개의체모가있다. 체모
가 나지않는부분은입술, 손바닥, 발바닥, 손가락
안쪽, 생

몸을 보호한다.
옷을입기전 원시시대인간의몸은긴 체모로뒤덮여있

식기의일부분으로한정되어있으며거의전신이체모로덮

었다. 체모가외부의물리적인자극으로부터몸을보호해주

여 있다.

는 역할을한 것이다. 그러나옷을입게되면서직접적인보

체모는인체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사회
가발달되면서체모는한편으로귀찮은존재가
되어버렸고

호라는의미가점차사라지게되면서체모도퇴화하여그길
이가줄어들었다.

예전부터여성들에게있어서체모는멋을내는데있어서많

그러나아직도피부보호와피부기능의보조적역할은다

은 신경이쓰이는일이었다. 또한체모가적은몸이호감을

소 남아있다. 체모는우리들을일상적인자극이나충격에

얻는요즘에는여성뿐만아니라남성도체모를처리하는경

의한상처, 이러한상처가원인으로일어날수 있는질병의

우가부쩍늘었다. 그러나체모가미용에걸림돌이된다하

정도를다소완화시켜주고있는것이다.

여 성급히뽑아버리는것은한 번쯤생각해볼 일이다.

우선머리에있는두발은뇌를자극이나자외선, 충격으로

그림1-11. 원시인의 모발

모발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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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나비의애벌레

부터보호하는역할을한다. 눈썹은땀이나먼지가눈에들

이성을 유혹한다

어가지않도록해 주며, 속눈썹은먼지, 벌레등의이물질로

겨드랑이털이나음모는이성을끄는수단중 하나이다.

부터안구를보호해준다. 코털은먼지의침입을방지하고호특히서양인의경우겨드랑이털이있는부위에서나타나는
흡시공기를따뜻하게하여체내에들어가게
하는작용을하

액취증도이성을끄는하나의수단이겠지만,한국인의
경우

며, 음모는생식기능의보호라는중요한역할을한다. 이와

는 오히려액취를싫어하는편이다. 그러나음모가이성을

동시에피부와피부또는피부와의복과의마찰을막아주기

끄는수단의하나인것은사실이다.

도 하나최근에는감촉이좋은옷감으로의복을만들기때문
에 의복으로인해피부가손상되는일은별로없다.

동물세계와마찬가지로이성을끌어들이는하나의방향
선으로중요한기능을하는것이다.
이 외에도털은몸에서나는열의발산을억제하여몸을
따뜻하게하거나, 몸에서열이많이날 때는표면적을넓혀

촉각기능을 가지고 있다

땀의발산을증가시킨다. 또한일반적인건강의지침이되

나비의유충인애벌레류는엷은체모가온몸에나 있다.

기도한다. 갑상선질환, 호르몬의
이상뿐아니라영양분의

이것은몸을보호하면서시각이발달하지않은유충의중요

부족, 철분의부족등이있을때 또는심한스트레스나마취

한 지각수단이다. 체모에
의해촉각을구사하여외부정보

후에도탈모가생길수 있어건강의지표가되기도한다.

를 얻는것이다.
동물의경우도체모를통한촉각이매우발달하여위험한
정보등을습득하며이는생체방어수단으로
이어진다. 그러
나 사람은체모가퇴화되어가고
있는중이고생체방어수단
으로이어질만큼민감하지는않다. 단두발의경우길고, 뻣
뻣하기때문에어떤물체에닿는느낌을감지하기쉽고또
한 충격을완화시켜주는쿠션역할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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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모발의 주기

모주기
모발은계속자라는
‘성장기’
와성장이서서히멈추는
‘퇴
행기’
그리고더 이상자라지않고빠질때까지피부에머물

성장기

모모세포가분열되어새로운모구가만들어지며, 모포속
에서체모가성장하기시작한다.

러 있기만하는‘휴지기’
의 세 가지시기를거치게되며휴
지기모발이빠질때쯤에그 자리에서다시새로운성장기
모발이자라나게되어계속 순환하게되는데이를 모주기

성장기2

모포속에서자라던
털이피부표면에나와서
길고굵게성

(hair cycle)라한다. 두피의모발은
3~8년의긴성장기와3주

장해가는시기로모유두는피하조직에도달하여모세혈관

정도의짧은퇴행기그리고3개월동안의휴지기로구성되

으로부터영양분을섭취한다.

는 모주기를가지고있으며다른부위의모발들은다른모
주기를가지고있다.

퇴행기

모모세포의분열을멈추고, 탈모준비를
시작하는시기를

그림 1-13. 생리학적인면에서의모근의 형태

모발의주기

13

그림 1-14. 생리학적인면에서의 모근의 형태. 전자현미경으로 본모근

퇴행기라고한다. 모근은위로올라가며모유두는모구로부

성장기모발은퇴행기를거쳐휴지기로된 후에저절로

터 떨어진다. 모구는그 조직을수축시키면서곤봉처럼가

빠지게된다. 정상적으로빠진모발을보면뿌리끝이둥글

늘고길게변하게된다.

고 붙어있는것이거의없다. 정상적으로
하루에빠지는모
발의개수는개인의머리숱과휴지기
모발의비율에따라차

휴지기

모유두와모발(털, 체모)이떨어지면서모유두가둥그렇

이가있지만대개50개 이하이며만약100개 이상빠지면확
실히탈모가있는것으로생각해야한다.

게 변해가는기간을휴지기라고한다. 그후 부위에따라3
개월부터1년간의휴식기간을끝내면
다시모모세포가분열
되어성장기로돌아간다.
두피의모발을노란색으로탈색하여2주동안있다가관
찰해보면성장기모발은검은색으로모발이약6 mm 정도

Q 머리카락은하루에몇 개나빠질까?
1) 머리카락의개수: 백인의경우일반적으로약 10 만
개 정도로생각한다(우리나라
사람의경우대개5만
개 정도).

자라나오는반면퇴행기와휴지기모발은자라는속도가느

2) 휴지기모발의개수(10%) : 1만개(10,000)

리거나전혀자라지않는것을눈으로확인할수 있다.

3) 휴지기기간: 3개월(약100일)

사람에서두피의모발은성장기모발이85~90%, 퇴행기
모발은1~5%, 휴지기모발은10% 정도로섞여있다.

4) 하루에빠지는모발의개수= 10,000개/ 100일= 100
개 / 1일

탈색을하고2주쯤지난후에모낭을분리해보면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모발을더 잘 구분할수 있는데피부바깥으

인간의체모는부위나연령에따라성장의주기가달라

로 검게새로자라난모발의길이와피부밑의모낭의모양

진다. 예를들어손발의털은4~5개월성장을계속하고, 4~5

을 보면확연히구분된다.

개월정도쉬고, 음모는1~2년 성장하고1년~1년반정도쉰

퇴행기와휴지기모낭에서는모유두가검은점으로따로

다. 두발은2~6년성장하고3~4개월쉰다. 이렇게각각의성

떨어져보인다. 모발이식을
할 때 퇴행기나휴지기모발을

장주기가다르기때문에부위별체모의길이도다르다. 남

버리지말고모유두가포함된퇴행기나휴지기모발을
이식

녀간에도차이가있어
여성의머리털은
5~10년, 남성은3~5

하면새로운모발이자라날수 있다.

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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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휴지기(telogen)
·모발이떨어져나간다.
·모낭이피부속으로깊이움추려든다.
·Start of a new growth phase
·2~4개월지속된다.
Telogen follicle(Source flg.:C.E.Orfanos)

성장기(anagen phase)

퇴행기(catagen phase)

·두피조직에서모발생성세포의빈번한분열이일어
난다.
·모발생성세포는혈액순환을통하여영양을공급받
는다.
·이성장단계는 3~6년간지속된다.
Anagen follicle(Source flg.: C.E.Orfanos)

·모발생성세포가천천히세포분열을멈춘다.
·모낭이원래길이의3분의1로줄어들고모발을밀어
내며바깥쪽으로이동한다.
·기간은 2~3주정도이다.
Catagen follicle(Source flg.:C.E.Orfanos)

퇴행기(1% of hair)

성장기(85% of hair)

휴지기(14% of hair)

그림 1-16.

Phases of Hair Growth

모발의성장은비동시적이며일정한사이클안에서일어난다.
85%의모발은성장기에속하며 1%가퇴행기, 14%가휴지기안에들
어있다.

모발의조직해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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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의 조직해부학

그림 1-17.
Horizontal sections of a terminal and vellus hair follicle. (A) terminal hair at the level of the suprabulbar region with hair shaft (S) and inner root sheath
(IRS). (B) Vellus hair at the level of the level of the suprabulbar region with hair shaft (S) and inner root sheath (IRS). (Elise A. Olsen)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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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Vertically sectioned biopsy from scalp of an African-American person demonstating curved hair follicles. (Elise A. Olsen) 인용

모발의조직해부학

그림 1-19.
(A) Overview of the mature hair follicle, with boxes
denoting areas of enlargement for Figures 1-7B through
1-7G. The four major vertical divisions are the
infundibulum (In), isthmus (Is), suprabulbar region (Su),
and bulb (Bu). (B) The infunddibulum. Note the intact
granular layer. (C) The isthmus. At the level of the arrow,
the inner root sheath disintegrates and above the arrow
the outer root sheath demonstrates trichilemmal
keratinization (abrupt maturation without agranular layer).
(D) The upper suprabulbar region, with outer root sheath
(O), and inner root sheath (I). (E) The middle suprabulbar
region, with outer root (O), and inner root sheath (I). In
comparison to the uppeer suprabulbar rregion, the outer
root sheath is more glycogenated. (F) The Lower
suprabulbar region, showing a prominent compaion layer
(C) - the innermost layer of the outer root sheath (O). The
inner root sheath (I) is marked with an arrow at the level
where it completely cornifies (also known as Adamson's
fringe). The hair shaft (S) is nucleated in this region. (G)
The Bulb, with dermal papilla (P), matirx (M), inner root
sheath (I), cuticle (Cu) (of hair shaft and IRS), hair shaft
medulla (Me), connective tissue sheath (S), hair shaft
cortex (C), and outer root sheath (O). (Elise A. Olsen)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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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의 성장과 호르몬

사춘기가되면성호르몬이활발하게분비되면서제2차성로겐은피지선을좁히기때문에피지분비가줄어든다.
징이나타난다. 남성화, 여성화되는변화가나타나는것이다. 이 안드로겐과에스트로겐의밸런스가무너지면체모가
그일환으로피부나체모에도변화가나타난다. 체모도유년나지않거나다모증이되기쉽다. 여성의난소에서만들어
기와는달리굵고짙어지며, 겨드랑이아래나
음부에도체모

지는안드로겐이많아지면남성화체질이된다. 모공이열

가 나타난다. 이체모의변화를결정짓는것이성호르몬인

리고피지분비가활발해져유분이
많고거칠거칠한피부가

안드로겐(남성호르몬)과,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이다.

되며체격도남성처럼어깨가떡 벌어지는모습이된다.

안드로겐은눈썹부터아래의체모를발육시키며에스트

남성의경우안드로겐이부족하면몸매가곡선을띠게되

로겐은주로두발의성장을촉진한다. 남성이대머리가되

며체모가엷어지는여성화증상이나타난다. 성징이외에호

는 것은안드로겐이과다분비되는것이며, 에스트로겐
작용

르몬밸런스가깨지는이유는불면, 영양실조, 정신적
스트

을 억제하기때문이다. 또한안드로겐은피지선을
확대하기

레스등이며때로는산후, 수술후에도나타난다. 이밖에도

때문에피지분비가활발해진다. 사춘기
이후여드름이얼굴

코티솔, 프로게스테론(여성의
항체호르몬), 갑상선호르몬,

에많이생기는남성을보는데이것은
피지의과다분비로인

뇌하수체호르몬등이체모의성장과발육에영향을미치고

해 피지선이막혀염증을일으키는것이다. 반대로에스트

있다.

속질
피질
각피
안쪽모근초
바깥모근초
바탕질
피부유두
모세관계제

그림 1-12. 모낭의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