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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듬(Dandruff)은 주로 두피에서 각질층의 탈락에 의해 쌀겨 

모양의 인설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건선, 지루성 피부염의 경미

한 증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Ackerman & Kligman, 1969). 

비듬은 중성 지방과 squalene으로 만들어 지는데 중성 지방은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으로 분해되고 squalene은 자외선과 접

촉 시 과산화 지방산으로 변하여 두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도원, 1999). 비듬은 두피뿐만 아니라 이마, 눈썹, 눈꺼풀, 

귀 주변 등에서도 발생된다. 비듬은 사춘기 전에는 거의 발생하

지 않고 사춘기가 지난 후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증상이 더욱 심

해지며 나이가 들면 점차 감소한다(서경희, 1999). 

비듬을 일으키는 원인은 Malassezia furfur (M. furfur) 곰

팡이 균의 급속 번식, 두피 각질층의 비후, 피지 과다 분비 혹

은 두피의 수분 부족인데 먼지, 각질, 피지가 덩어리를 만들

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비듬을 만든다(Cannon, 1986; Gueho, 

1996). 두피에는 한선과 피지선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

를 먹이로 하는 Malassezia 속이 성장하기 쉬운 조건을 가지

고 있다(Benham, 1993). Yeast에 속하는 Malassezia 속들은 

오랫동안 피부에 서식하는 균류로, 특정 조건에서 피부의 표

면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두피염과 지루성 피부염, 습진, 

비듬, 가려움증, 탈모, 여드름 등을 유발한다(Ljubojevi et al., 

2002). 비듬균은 정상균의 일종으로 사춘기 전후 두피에서 정

상적으로 존재하며 기후, 땀, 두피의 청결 상태, 헤어 스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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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 환경적인 요인과 스트레스 등 생리적인 요인에 의해 과다

증식하게 되면서 정상균의 총 74%가 넘을 경우 비듬이 생기기 

시작하고 83% 이상 높아질 경우에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발전

하게 된다(김순철과 김한욱, 2003; 최일, 2003). 

Malassezia가 감염된 두피에는 항진균제가 함유되어 있

는 샴푸를 사용하고 있다. ketoconazole, zinc pyrithione, 

piroctoneolamine, sulfur, tar, selenoum sulfide 등과 같은 

화학 물질들이 비듬 샴푸나 의약품에 사용되고 있다(이성현, 

2006). 이러한 물질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간과 신

장에 독성을 유발하고, 암 유발, 돌연변이 유발, 두통 및 피부과

민 반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박은하, 2005; Nelson 

& Hyde, 1981). 최근에는 부작용이 적은 천연성분을 이용한 

항균제, 항비듬성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김경숙, 2014; 이원경과 이혜경, 2003; 이호 등, 2007). 

편백(Chamaecyparis Obtusa)은 구과목 측백나무과

(Cupressaceae) 편백속(Chamaecyparis)에 속하며 노송나무

라고도 하는데 주로 남부 지방에서 조림용, 관상용, 방풍수

로 이용되어 왔다(김태욱, 1996). 편백 잎에 함유된 피톤치드

(phytoncide)는 초파리 수명 연장(도형석, 2014), 사람의 심리

적 안정, 심폐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강

하영, 2003; 이학주, 2007; 조영익, 2014). Phytoncide의 주

성분인 terpene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삼림향을 내어 삼림

욕 효과를 주며 항균, 방충, 소취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

다(조종수 등, 2006). Phytoncide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편백, 

나한백, 유칼립튜스,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는 식물 성장 조

정 작용, 항산화, 항염, 항알러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정희, 2010; An et al., 2013). 특히 편백나무는 세포 독

성 실험에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충북대학교동물의

학연구소, 1998) 편백수의 항산화 효과(유민정 등 2010; 정영

태, 2011), 편백 잎의 항진균 효과(강수경, 2010; 이성숙 등, 

2002), 편백 나무 정유의 미백 효과(김선홍 등, 2011), 편백 성

분의 뇌신경 세포에 대한 보호 효과(황림, 2011), 편백정유의 

소취 효과와 항균력에 대한 평가(강하영, 2004; 김해성, 2009)

가 보고되어 있다.

식물의 정유(Essential oil)는 꽃, 잎, 줄기, 뿌리, 수지로부터 

증류하여 얻는 휘발성 방향 성분이다(강하영 등, 1993). 편백정

유의 주성분은 Monoterpene류와 Sesquiterpene류로, 잎과 가

지에는 정유가 1% 함유되어 있으며 방향제, 살충제 효과, 박테

리아와 진균에 대한 항균 작용이 있어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홍철운 등, 2001). 편백정유 등 식물에 들어 있는 항균 물질은 

alkaloid류, flavonoid류, terpeniod류, phenolic compound류, 

quinone류 및 volatile oil 등의 2차 대사 산물이거나 그 유도체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영석, 2005; park et al., 2003). 

편백정유의 Staphylococcus aureus, Sarcina lutea, 

Escharichia coli, Candida albicans, Bacillus subtilis, 

Proteus mirabilis, Candida albicans 등 피부 상재균에 대한 

억제 효과 연구(이근광, 2005; 정영태, 2010), 편백정유 함유

의 스킨 토너가 P. acnes, S. epidermidis, S. aureus 피부 상

재균에 대한 억제 효과 연구(정지영, 2011), 마우스에서의 모

발 성장 효과 연구(Obtusa et al., 2013), 편백나무 잎 추출물 

함유 크림의 안전성 평가 연구(이채현, 2012), 여드름과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효과 연구(조소은, 2012; 차유림, 2012)를 바탕

으로 화장품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지만 비듬균 억

제 효과, 두피에 직접 적용한 임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듬 및 비듬 전용 샴푸에 대한 일반적 인식, 편백 

두피 제품 사용 후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편백정유를 함유한 샴

푸와 편백워터를 비듬성 두피에 직접 사용하여 M. furfur에 대

한 항균 효과, 비듬성 두피 개선 효과를 연구하여 천연 항균 비

듬 제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북 완주에서 자생하는 편백나무 지엽을 이

용하여 95℃에서 저압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편백정유와 

분리된 수(水)층으로 남은 편백워터를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농

장으로부터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비듬균 M. furfur 

(KCTC 7743)는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생물자원센터(Biological 

Resource Center, KCTC)로 부터 분양받아 4℃ 이하의 냉장고

에 보관해 두고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용한 배지와 모든 기구는 

autoclave (121℃, 15 min)를 사용하여 멸균시켰고, 균 배양에 

사용한 배양 조건은 표 1과 같다.

편백정유와 편백워터의 M. furfur에 대한 항진균 활성 측정

은 Broth microdilution method로 평가하였다(최진희, 2008). 

M. furfur를 흡광도(600 nm) 값이 1이 될 때까지 전 배양(35

∼36℃, 150 rpm)한 후, 편백정유와 편백워터가 농도별로 첨

가된 배지에 M. furfur 0.1%를 접종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여 

blank를 잡아 종균을 배양해서 사용하였다. 배양 후 농도의 반

수치 억제 농도 IC50 (fifty percent inhibitor concentration)부

터 저해율이 있는 것으로 하였고 이때 양성 대조 물질은 비듬균

에 항균 효과가 있는 Zinc pyrithione (WAKO), ketoconazole 

(SIGMA)을 사용하였다.

표 1.	M.	furfur의	배양	조건

균주 균주 NO. 성장 조건 배지

M. furfur KCTC7743
35∼36℃
150rpm 

Oilve oil 2 g/L, Glycerin 10 g/L
Tween-80 5 g/L, Yeast extract 2 g/L

Distilled water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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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과거 비듬이 있었거나 현재 비듬이 있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 남녀 96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8 문항), 비듬

에 대한 인식(14 문항), 비듬과 함께 동반된 증상(14 문항)에 대

해 설문을 진행하였고 그 중 비듬 전용 샴푸 사용 경력이 있는 

대상자 80명에게 비듬 전용 샴푸 사용 실태(10 문항)를 조사하

였다. 비듬과 함께 동반된 증상에 대한 설문은 5점 척도를 이용

하였다.

임상 연구 대상자는 현재 비듬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

는, 최근 1개월 동안 비듬 관리를 받은 적이 없는, 실험 기간 기

타 비듬 전용 샴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본 실험에 동

의한 20-40대 남·녀 18명(남성 10명, 여성 8명)을 선정하여 

편백정유를 0.5% 함유한 샴푸(편백 샴푸)를 사용한 실험 A군(6

명), 편백샴푸와 편백워터를 사용한 실험 B군(6명), 일반 샴푸

를 사용한 대조군(6명)으로 분류하였다. 제품 사용 전, 제품 사

용 14일 후 두피 화상 촬영, 두피 수분량, 유분량, 각질량, 두피 

미생물량의 변화를 각각 측정하였다. 실험 후 샴푸 사용 만족도

(4문항)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각 항목별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미생물량의 변화 측정을 위해 항 비듬 제제

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샴푸 2일 사용 후 두피에서 비듬을 채취

하였다. 

임상 연구 대상자들은 실험 참여 전 셀프 관리 교육을 동일하

게 진행하였고 아침 1회/일, 총 14일 샴푸를 하였으며 3분 두

피와 헤어에 충분히 거품을 낸 후 흐르는 물로 세척하도록 하였

다. 실험 B군은 샴푸 후 모발을 반 건조한 다음 편백워터 2 mL

을 모발 사이 두피에 균일하게 분사하게 하였다(그림 1).

3. 연구재료 제조 및 측정방법

편백정유 0.5% 함유한 편백 샴푸와 편백정유를 함유하지 않

은 일반 샴푸는 K대학 향장과학연구소에서 제조하였다(Table 

2). 편백워터는 정유 추출 후 분리 층으로 남게 되는 분리 수

(水)층 100%를 사용하였다. 

미생물 측정은 Lumitestet TM PD-10 (Kikoman, Japan)

을 사용하여 luciferase에 의한 발광에 따라 두피 표면 미생

물량을 확인하는 ATP 소비를 측정하는 것으로 1회용 면봉

(Lucipac pen)을 이용하여 두부 정수리 부분을 문지른 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두피 상태는 Scalp scope (HD-PRO, Bomtech, Korea)

를 이용해 80배율로 두피를 촬영하여 두피의 투명도, 모공 상

태, 비듬 상태를 확인하였다. 유분은 Sebumeter SM-810 

(Courage & Khazaka, Germany)를 이용해 두부의 정중앙선

을 기준으로 정수리 양옆을 3회 반복 측정해서 평균값으로 하

였다. 수분은 Corneometer CM-825 (CK electronic GmbH, 

Germany)를 이용하여 정수리 부위의 두피 각질층으로부터 

30-40 μm 깊이 이내에 존재하는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각

질은 Skin Visiometer SV-600 (Epizem, Germany)을 이용하

여 Corneofix tape를 두피 표면에 올려놓고 5 s간 눌러 묻어 나

온 각질을 떼어낸 테이프를 probe 부분에 붙인 후 각질층에 대

한 index를 측정하였다. 

4.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통계 처리는 SPSS ver. 1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비듬 관련 문

Table 2. Formulation of the shampoo

Control shampoo (wt%)  Chamaecyparis Obtusa shampoo 
(wt%)

D.I.water, 
Micolin ES-

430, Mitain CA, 
Micopol CDE, 
PG, SI 6050, 

Miconium PQ, 
Kalcol 6870, 

Allantoin, 
Danisol 1.5CG

Micolin ES-430, 
Micolin S-430, 
Flocare 107, 

CS700, Mipearl 
GS, perfume, 
J3000, Citric 

acid, SM 3220P, 
EDTA-2Na

D.I.water, 
Micolin ES-

430, Mitain CA, 
Micopol CDE, 
PG, SI 6050, 

Miconium PQ, 
Kalcol 6870, 

Allantoin, 
Danisol 1.5CG 

Micolin ES-430, 
Micolin S-430, 
Flocare 107, 

CS700, Mipearl 
GS, Perfume, 
J3000, Citric 

acid, SM 3220P, 
EDTA-2Na, 

Chamaecyparis 
Obtusa oil

설문 조사(96명)
일반적 특성, 비듬 인지도, 비듬과 동반된 증상, 
비듬 전용 샴푸 사용 실태 조사 총 46문항

실험자(18명) 선발

실험A군(6명)
편백 샴푸

(편백정유 0.5%) 
1회/일, 총 14일

실험B군(6명)
편백 샴푸+
편백워터 2mL 
1회/일, 총 14일

대조군(6명)
무처치 일반 샴푸
1회/일, 총 14일

실험전 두피 화상 촬영,
두피 측정(유분량, 수분량, 각질량), 미생물량 측정 

셀프관리 교육(샴푸방법, 모발건조, 토너 사용)

실험 후 두피 화상 촬영, 
두피 측정(유분량, 수분량, 각질량), 미생물량 측정

사용 후 만족도 조사(4문항)

통계 분석

⇧

⇧

⇧

⇧

⇧

⇧

⇧

그림 1.	연구	설계도.



288 www.kosac.or.kr

Kor. J. Aesthet. Cosmetol.,
Vol. 13 No. 3, 285-293, June 2015

항 자료는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사전·사후 검

증에는 Paired t-test에 해당하는 Wilcoxson 부호 순위 검정

을 사용하였다. 집단 간 검정에는 Kruskal-Willis 검정(One-

way ANOVA)를 사용하였다. p-value는 .05 미만일 때 통계

학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편백의 항균 효과

편백정유와 편백워터가 첨가된 배지에서 M. furfur 액체배양

을 실시하여 항균 효과를 측정하였다. 항균 효과는 반수치 억제

농도 IC50 (fifty percent inhibitor concentration) 값을 측정하

였다. 편백정유의 농도를 1, 2, 3, 5, 7, 10 μL/mL로 실험하였

으며, 양성 대조물질은 zinc pyrithione (ZP), ketoconazole (K)

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편백정유의 IC50은 2 μL/mL 부근으로 

추정되며 5 μL/mL에서 98.7%의 높은 항균 효과를 보였고 zinc 

pyrithione는 50 μg/mL에서 98.1%, ketoconazole는 13 μg/

mL에서 98.5%의 편백정유와 비슷한 항균력을 보였다(표 3). 

편백워터는 50, 60, 70, 100% 농도로 사용하였고 IC50은 60% 

부근이며 100％에서 95.0%의 항균 효과를 보였다(표 4).

선행 연구에서 편백정유는 인체 피부 상재균에 대해 항균 효

과가 있었고(이현옥 등, 2001; 정영태, 2010) 삼백초 추출물이 

25% 농도에서 M. furfur에 항균 효과가 있었으며(서영옥과 김

춘득, 2013)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분획물에 주

로 분포된 강활 성분이 비듬균에 대한 항균 효능이 우수하였고

(성지은, 2010) Citrus aurantifolia 정유는 강한 항비듬균 효

과(이정현과 이재숙, 2010)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

과와 일치하였다. 정영태(2010)의 연구에서 편백수는 피부 상

재균 모두에서 항균 효과가 관찰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차이

가 있었다. 박주희 등(2009)은 임상에서 1% Zinc pyrithione를 

비듬 샴푸에 사용하였는데 본 임상 연구에서는 편백정유의 항

균력이 5 μL/mL에서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편백정

유 0.5%를 함유한 샴푸를 제조하여 사용하였고 100% 편백워

터를 미스트 분사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2. 비듬 및 전용 샴푸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에 참여한 96명의 대상자는 남자 46명(47.9%), 여자가 

50명(52.1%)으로 나타났고 그 중 20대 34명(35.4%), 30대 23

명(24%), 40대 25명(26%), 기타 14.7%로 나타났다.

1) 비듬에 대한 인식도 설문 조사

비듬 정도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와 ‘심각하다’가 79.1%로 

높게 응답하였고 비듬 발생한 시기는 10대 사춘기 때가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ohen (1954)의 연구에서 비듬은 가족력

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유전성은 없다고 하였고 김도원 등

(1999) 연구에서 ‘가족력이 없다’가 높게 나타나 ‘가족력이 없다’

가 63.5%로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비듬 유

발 원인은 ‘피로 및 정신성 긴장’이 41.7%로, ‘샴푸 습관 불청

결’이 38.5%로 높게 나타났다. 비듬에 대한 문제점으로 ‘어깨

표 3.	편백정유의	M.	furfur에	대한	반수치	억제	농도	IC50

농도
편백정유(μL/mL) K

(μg/mL)
ZP 

(μg/mL)

1 2 3 5 7 10 13 50

억제율(%) 45.7 66.4 87.1 98.7 95.6 95.6 98.5 98.1

표 4.	편백워터의	M.	furfur에	대한	반수치	억제	농도	IC50

농도(%) 50 60 70 100

억제율(%) 25.7 56.6 92.0 95.0

표 5.	비듬에	대한	인식도	설문	조사

특성 항목 N(명) 백분율(%)

비듬

정도

조금 심각 37 38.5

보통이다 39 40.6

심각하지 않음 20 20.8

비듬

발생 시기

10대 49  51.0

20대 31 32.3

30대 16 16.7

비듬

가족력

있다 35 36.5

없다 61 63.5

비듬

유발 원인

피로 및 정신적 긴장 40 41.7

샴푸 습관(불청결) 37 38.5

수면 부족 12 12.5

음식 4 4.2

햇볕 3 3.1

비듬으로 인한
문제점

어깨위의 비듬 가루 24 25.0

두피 가려움증 22 22.9

탈모 15 15.6

두피 기름기 11 11.5

 모낭염(뾰루지) 9 9.4

두피 건조함 9 9.4

두피 냄새 6 6.3

비듬과 탈모
상관관계

있다 61 63.5

없다 13 13.5

잘 모르겠다 22 22.9

비듬 전용 샴푸
사용 유무

그렇다 80 83.3

아니다 17 16.7

전체 9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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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비듬가루’, ‘두피의 가려움증’, ‘탈모’ 순으로 나타나 노병

인 등(2005)의 한국인 비듬의 다섯 가지 증상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듬과 탈모의 상관관계는 ‘있다’가 

63.5%였고 비듬용 샴푸의 사용 경험 유무에 대해 83.3% (80

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표 5).

2) 비듬과 함께 동반된 증상 설문 조사

비듬과 함께 동반된 증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가려움증이 3.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름기, 열감, 건조

함, 탈모, 여드름 등 순으로 동반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 정

현주 등(1993)의 비듬이 있는 경우 기름기, 귀지, 가려움증, 탈

모 등 동반 증상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그림 2).

3) 비듬 전용 샴푸에 대한 실태 조사

비듬 전용 샴푸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80명(83.3%)을 

대상으로 비듬 전용 샴푸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6), 선택 

기준이 40.0%가 ‘제품 가격’으로 높게 나타났고 효과에 대해서

는 60.0%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두피가려움증’, ‘비듬’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이었고 부작용은 ‘없다’가 78.8%로 답하였으며 

비듬 관리 방법으로 66.3%가 ‘비듬샴푸, 화장품’에 의존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명원과 권대순(2011)의 연구에서 비듬 

관리 주요 방식이 두피 제품 사용에 의존하는 것으로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향후 비듬 전용 샴푸의 개발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그룹 간 임상 실험 전·후 변화 비교

1) 그룹 간 실험 전·후 미생물량 변화

대조군에서는 실험 전·후 미생물량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실험A군과 실험B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으며(p<.05) 그룹간 미생물 감소 변화량 비교에서 실험군A, 실

험군B 모두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표 7). 정지영(2011)의 연구에서 편백정유 0.5% 함유 스킨 토

너가 지루성 피부염과 관련 있는 피부 상재균(S. epidermidis, 

S. aureus, P. acnes)에 항균 활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

와 유사하였다. Ackerman & Kligman (1969)은 비듬 있는 두

피에 미생물량은 훨씬 많으며 호기성균은 증가하고 혐기성균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편백 함유 샴푸와 

편백워터가 미생물량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2) 그룹 간 실험 전·후 유분 변화

대조군과 실험A군에서 실험 전후 유분 변화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고 실험B군은 유의하게 감소하여(p<.05) 편백 함유 샴

푸와 편백워터를 같이 사용한 경우 유분 변화에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p<.05, 표 8). 표고버섯, 메밀, 흑두, 매생이, 편백 물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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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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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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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듬	동반	증상.

표 7.	그룹	간	전·후	미생물량	변화	 (단위:	RLU)

그룹
전 후

차이 z p
Mean±SD Mean±SD

대조군 10191.0±3351.6 9362.8±3906.2 828.2 -1.363 0.173

실험A군 14552.7±6810.7 6934.0±6516.5 7619.0* -1.992 0.046*

실험B군 11294.2±4810.8 2788.7±1723.9 8505.0* -2.201 0.028*

*p<.05

표 6.	비듬	전용	샴푸	사용	실태	조사

특성 항목 N(명) 백분율(%)

선택

기준

제품 가격 32 40.0

인지도 21 26.3

주위 권유 14 17.5

후기 평가 11 13.8

기타 2  2.5

효과

있다 48 60.0

없다 9 11.3

잘 모르겠다 23 28.7

효과 부분
(복수 응답

84건)

비듬 26 31.0

두피 가려움증 28 33.3

두피 기름기 12 14.3

두피 건조함 9 10.7

두피 당김(긴장감) 2  2.4

두피 냄새 7  8.3

부작용
있다 17 21.3

없다 63 78.8

비듬 관리
방법

피부과·한의원·두피센터관리 9 11.3

운동 요법 3  3.8

식이 요법 0    0

비듬샴푸·화장품 53 66.3

건강 기능 식품 복용 3  3.8

없다 12 15.0

전체 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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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로 제조한 두피 스켈링제를 이용한 두피 마사지 관리 후 

두피 유분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여(박해련, 2010) 실험B군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3) 그룹 간 실험 전·후 수분 변화

대조군, 실험A군, 실험B군 모두 실험 전·후 수분 변화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9). 30 AU 미

만을 매우 건조 하다고 분류할 때 임상 대상들의 두피는 매우 

건조한 상태로 특히 정수리 측정 부위가 대체적으로 열감을 동

반하고 있어 두피 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임금숙(2013)의 연구에서 편백정유 함유의 비누, 스프레이, 로

션을 제조하여 아토피 피부에 적용한 결과, 보습력 지속에 대

하여 65%로 응답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박해련

(2010)의 연구에서 표고버섯, 메밀, 흑두, 매생이, 편백 물 추

출물로 제조한 두피 스켈링제를 이용한 두피 마사지 관리 직 후 

두피 정수리 수분량이 증가하였고 관리 10 min 후 수분량이 감

소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4) 그룹 간 실험 전·후 각질 변화 

실험 전·후 각질 면적과 각질 수량의 변화에서 대조군과 실

험A군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실험B군에서 유의

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그룹간 변화량 비교

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실험A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고 실험B

군은 유의하 감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10, 

표 11). 티트리 오일을 이용한 비듬 관리에서 각질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고(박은하, 2005) 박해련(2010)의 연구에서 표고

버섯, 메밀, 흑두, 매생이, 편백 물 추출물 등 천연 물질로 제조

한 두피 스켈링제를 이용하여 두피 마사지 관리를 진행하였는

데 관리 후 각질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실험B군과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났다. 

4. 그룹 간 실험 전·후 두피 화상 촬영 변화

두피 화상 측정 결과 실험 전 대조군과 실험군 두피에서 비듬

이 많이 쌓여 있고 모공이 닫혀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실험 후 대조군의 비듬 상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실험A군과 실

험B군에서 두피 전체 색이 맑고 깨끗해져 두피 개선 효과를 확

인 할 수 있었다(그림 3). 박해련(2010)의 연구에서 표고버섯, 

표 8.	그룹	간	전·후	유분	변화	 (단위:	㎍/㎠)

그룹
전 후

차이 z p
Mean±SD Mean±SD

대조군 41.2±23.4 40.2±29.1 1.01 -0.736 0.462

실험A군 55.2±32.1 46.7±23.0 8.5 -0.42 0.674

실험B군 50.3±27.3 26.2±13.1 24.10* -2.201 0.028*

*p<.05

표 9.	그룹	간	전·후	수분	변화	 (단위:	AU)

그룹
전 후

z p
Mean±SD Mean±SD

대조군 5.88±2.79 5.10±1.11 -0.734 0.463

실험A군 4.85±2.54 5.60±1.36 -0.934 0.345

실험B군 4.78±1.21 5.85±2.36 -0.943 0.345

표 12.	 임상	실험	후	그룹	간	제품	만족도	조사

특성 항목
대조군

(N=6)
실험A군

(N=6)
실험B군

(N=6)

제품

만족도

매우 좋아졌다 0 (0.0) 1 (16.7) 1 (16.7)

좋아졌다 0 (0.0) 2 (33.3) 3 (50.0)

조금 좋아졌다 1 (16.7) 1 (16.7) 2 (33.3)

잘 모르겠다 4 (66.7) 2 (33.3) 0 (0.0)

더 심해졌다 1 (16.7) 0 (0.0) 0 (0.0)

제품개선

부분

제품의 효능 효과 5 (83.3) 0 (0.0) 0 (0.0)

제품의 향 0 (0.0) 4 (66.7) 4 (66.7)

제품의 안정성 0 (0.0) 0 (0.0) 1 (16.7)

없다 1 (16.7) 2 (33.3) 1 (16.7)

제품의

장점

제품의 효능 효과 1 (16.7) 4 (66.7) 3 (50.0)

제품의 향 1 (16.7) 0 (0.0) 0 (0.0)

제품의 안정성 4 (66.7) 2 (33.3) 3 (50.0)

없다 0 (0.0) 0 (0.0) 0 (0.0)

표 10.	그룹	간	전·후	각질	면적	변화	 (단위:	%)

그룹
전 후

차이 z p
Mean±SD Mean±SD

대조군 1.38±0.77 2.06±1.36 -0.68 -1.153 0.249

실험A군 2.15±1.41 1.25±0.83 0.9 -0.943 0.345

실험B군 4.13±2.21 1.76±1.07 2.37* -2.201 0.028*

*p<.05

표 11.	 그룹	간	전·후	각질	수량	변화	 (단위:	number)

그룹
전 후

차이 z p
Mean±SD Mean±SD

대조군 112.6±23.1 129.5±50.0 -16.9 -0.524 0.6

실험A군 184.5±115.5 118.3±76.8 66.2 -0.734 0.463

실험B군 247.3±124.0 138.0±33.8 109.30* -2.201 0.02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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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 흑두, 매생이, 편백 물 추출물 등 천연물질로 제조한 두피 

스켈링제를 이용한 두피 마사지 관리 후 모공 주변과 모간 사이 

유착된 각질이 제거되고 유분이 감소되어 두피가 맑고 깨끗해 

진 것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5. 실험 후 그룹간 제품 만족도 조사

임상 실험 후 그룹간 제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표 12)에서 

‘좋아 졌다’가 실험B군이 100%, 실험A군이 66.7%, 대조군이 

16.7%로 응답하였다. 제품의 개선 부분에서 대조군은 83.3%

가 ‘제품의 효능 효과’, 실험A군과 실험B군은 각각 66.7%

가 ‘제품의 향’이라고 응답하였다. 제품의 장점에서 실험A군

은 66.7%가 ‘제품의 효능 효과’라고 응답하였고 실험B군은 

50.0%가 ‘제품의 효능 효과’, 50.0%가 ‘제품의 안정성’이라고 

응답하였다. 편백정유향의 흡입 임상 연구(박재억, 2005; 성

현수 등, 2014)에서 심신에 안정을 주어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고 집중력 및 기억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고(최상란, 

2014) 박해련(2010)의 사용성 평가에서 향이 ‘보통이다’로 평

가되었으며 정영태(2010)의 연구에서 치약, 네일제품에 소취

제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본 연구에서 향 개선에 대

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제품 효과와 향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남·녀 96명을 대상으로 비듬 두피와 비듬 전용 

샴푸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38.5%가 심각하다고 답하였고 

탈모와 연관이 있으며 66.4%가 비듬 전용 샴푸, 화장품에 의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백정유와 편백워터의 M. furfur에 대한 항균 효과를 측정

하고 편백정유 함유 샴푸와 편백워터가 비듬성 두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두피에 비듬이 있는 고객 18명을 대상으로 

일반 샴푸를 사용한 대조군 6명, 편백정유 샴푸를 사용한 실험

A군 6명, 편백샴푸와 편백워터를 사용한 실험B군 6명으로 구

분하여 14 d간 매일 샴푸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편백의 항균력 검사에서 M. furfur에 대하여 편

백정유와 편백워터 모두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험 전·후 비교에서 실험A군은 미생물량 변화에 유의하게 감소

하였고(p<.05) 실험B군은 미생물량, 유분량, 각질에서 유의한 

감소 변화가 나타났다(p<.05). 실험A군, B군 모두 맑고 투명한 

두피 변화를 보였고 비듬이 많이 감소되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샴푸의 향이 개선할 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편백정유를 

함유한 비듬 전문 샴푸와 편백워터를 이용한 헤어 토너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 천연 비듬 관리 제품으로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룹
화상(×80배율)

모델 1 (전) 모델 1 (후) 모델 2 (전) 모델 2 (후)

대조군

실험A군 

실험B군

그림 3.	 실험	전·후	두피	측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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