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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losan과 죽염을 함유한 바디워시의 액취 등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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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0 wt% triclosan과 0.4 wt% 죽염을 함유한 바디워시의 액취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in vitro 

항균시험 및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교차설계로 진행한 임상시험을 실시하였다. 1.0 wt% triclosan과 0.4 wt% 죽염을 

함유한 바디워시는 Corynebacterium glutamicum, Corynebacterium xerosis, Corynebacterium jeikeium를 균주로 한  

in vitro 항균 실험에서 모두 우수한 항균 효과가 있었다. 1.0 wt% triclosan과 0.4 wt% 죽염을 함유한 바디워시는 액취

를 전반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고 그 효과는 최소 9 h 동안 지속되었다. 1.0 wt% triclosan과 0.4 wt% 죽염을 

함유한 바디워시는 액와 균수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고 그 효과는 최소 9 h 동안 지속되었다. 임상시험 기간 동안 피시

험자 전체에서 이상반응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1.0 wt% triclosan과 0.4 wt% 죽염을 함유한 바디워시는 

액취에 대한 감소효과와 피부 안전성이 우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a deodorant body wash with 1.0 wt% of triclosan and 0.4 wt% 

of bamboo salt, which have an inhibitory effect on axillary malodor. In this studies, in vitro antibacterial study and 

the clinical study, which was  designed by randomized assignment, double-blind and cross-over, were performed. In 

the antibacterial study, test sample, which was body wash having 1.0 wt% of triclosan and 0.4 wt% of bamboo salt, 

have a potent antibacterial effect on Corynebacterium glutamicum, Corynebacterium xerosis, Corynebacterium 

jeikeium. In the clinical study, test sample has a potent and significant deodorizing effect on axillary malodor and 

an antibacterial efficacy. And its efficacy was maintained for 9 h at least. There was no side effect during the period 

of clinical study. Consequently, body wash, containing 1.0 wt% of triclosan and 0.4 wt% of bamboo salt, has the 

effectiveness and the safety about axillary malodor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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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액취는 아포크린 한선질환으로 피부에서 악취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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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성 발한이며, 주로 액와에서 발생된다[1]. 액취의 특

유한 냄새는 겨드랑이 등 특정부위에 분포되어 있는 아

포크린 한선에 있는 세균의 일종인 피부상재균에 의해 

분해되거나[2,3] 또는 자가 산화되어 불쾌한 냄새의 지

방산을 생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4]. 유발하는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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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재균은 diphtheroids이다[5,6]. 아포크린 한선 분비

물의 화학적 조성은 개인차가 있어서 느끼는 정도도 차

이가 있을 수 있고 사춘기에 땀 분비가 시작되므로 주로 

사춘기 이후에 액취가 나타난다[1]. 액취의 진단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임상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Hurley[7]는 

사춘기 이후 생리적인 액취도 있으며 동양인과 서양인에

서 액취의 진단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액취

의 완화 및 치료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보편적으로 항

생제 비누, 국소항생제, 소취제, 향수, 땀 분비 억제약품

들이 활용되고 있으며[1,8]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처

치도 하고 있으나 흉터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

다[1,9]. 이전에는 hexachlorophene, tetrachlorosalicy-

lanilide, bithionol, thiram 등과 같은 항균성분을 배합하

여 외용으로 비누, 바디워시, 스프레이제재 등을 활용하

였으나[10] 자극 및 알레르기 반응, 접촉피부염 등의 부

작용이 있어서 최근에는 제한소취 효능이 있는 alumi-

num chlorohydrate 제제와 항균작용이 있는 triclosan과 

trichlorocarbanilide 등이 체취방지제의 주 효능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11]. 본 연구의 목적은 1.0 wt% triclosan

과 0.4 wt% 죽염을 함유한 바디워시의 액취 등에 미치

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in vitro 항균

시험 및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교차설계로 진행한 임상

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재료  실험

2.1. 시험물질

  시험군 제품(active)은 주성분인 1.0 wt% triclosan과 

0.4 wt% 죽염을 함유하였고, 대조군 제품(vehicle)은 주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다(Table 1). 

2.2. In Vitro 항균력 평가 

  2.2.1. 시험균주  배지

  시험균주로는 액취 및 무좀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11,12,24] Corynebacterium xerosis (KCTC 9105, c. xe-

rosis)과 Corynebacterium glutamicum (ATCC 13032, c. 

glutamicum)  Corynebacterium jeikeium (KCTC 43734, 

c. jeikeium)을 활용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

전청에서 발행한 자료[13]에서도 Corynebacterium 속 

균주를 액취방지제 효능평가 위한 표준균주로 사용함을 

보고한 바 있다. 3종 균주의 배양에 사용한 배지로는 

brain heart infusion (Difco, USA)을 사용하였다.

Table 1. Comparison between Test Material and Placebo

Ingredients

Test

material

(wt%)

Placebo

(wt%)

Active

ingredient

Triclosan 1.0 % -

Bamboo salt 0.4 % -

Base

Soap, stabilizing agents,

conditioning agents,

water ect.

98.6 % 100.0 %  

  2.2.2. Paper Disc 법

  -70 ℃에서 냉동보관 중인 균주들을 시험개시 3일 전 

액상배지에 접종하여 37 ℃ incubator에서 사전 배양한 

후, 1/100로 희석하고, 0.5 mL 씩을 취해 agar가 포함된 

고체 성장배지에 각각 도포 하였다. 시험물질의 항균 평

가는 실험물질을 일정 농도로 희석한 후 40 µL씩 8 mm 

paper disc 위에 가하고 clean bench에서 수분을 날려 보

낸 후, 준비한 고체 성장배지에 올려놓고 1 ~ 3일 동안 

배양하며, paper disk 주변에 생긴 균의 성장억제 영역의 

지름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2.2.3. MIC 측정

  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 (MIC) 측정은 ala-

marBlueⓡ (Biosource, USA)를 이용한 MIC 측정법

(Drug Research, 1996)을 사용하였다. 즉 미생물 배지를 

이용해 실험물질을 serial dilution하여 96 well plate에 

100 µL씩 가하고 전 배양한 균주를 동일한 배지를 이용

해 106 cfu/mL의 농도로 조정한 후 실험물질이 들어있

는 96 well plate에 100 µL씩 가한다. 실험물질의 항균은 

1 ~ 3일 동안 배양한 후 균체 성장에 따른 배양액의 탁

도 혹은 alamarBlueⓡ
를 첨가에 따른 색상변화(Red: 환

원된 상태 - 균 성장, Blue: 환원되지 않은 상태 - 균 비

성장)를 통해 판단하였다.

2.3. 임상평가

  2.3.1. 피시험자 선정

  선정대상은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건강한 정상 성인 

남녀로 피시험자 제외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으로 액

취를 호소하며 냄새강도별 grade[4-6,14]를 0 ~ 5점으

로 하였을 때 초기강도가 가능한 3점 이상인 경우와 무

향, 항생 및 항균기능이 없는 비누로 매일 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소취제(deodorant)는 사용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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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valuation Criteria for Grading Axillary Odor

Grade Criteria

0 No odor (inspector can't smell malodor)

1
Very low odor (inspector can't distinguish malodor 

from odor)

2 Low odor (inspector can smell low malodor)

3
Moderate odor (inspector can smell moderate mal-

odor)

4 High odor (inspector can smell strong malodor)

5
Very strong odor (inspector can smell very strong 

malodor)

우와 실험에 앞서 시험의 목적,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고 지원한 경우

와 실험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피시험자를 대상으

로 정하였다(Table 2).   

  2.3.2. 시험자 선정

  Odoriferous materials인 isovaleric acids의 gradual di-

lution을 제대로 판정할 수 있는 전문가로 정하였다.

  2.3.3. 시험 개요

  2.3.3.1. 개요

  임상시험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교차설계에 의하

여 실시되었다. 임상시험은 총 2주, 초기 값(base line) 

평가를 위한 사전 평가 당일 포함한 시험일 기준으로 

1주당 3일씩 총 6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피시험자에게는 

1주 당 2일씩, 2주에 걸쳐 총 4일 동안, 1일 1회 바디워시

(시험군, 대조군)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초기 값(base 

line) 또는 바디워시 사용 전 대비 바디워시 사용에 따른 

액취 정도 및 액와 균수를 평가하였다. 

  2.3.3.2. 피시험자 배정

  피시험자는 대조군 → 시험군 순서군(이하 1군), 시험

군 → 대조군 순서군(이하 2군)으로 무작위 배정되었다. 

1군의 경우, 1주차는 대조제품 바디워시 사용 후 2주차에 

시험제품 바디워시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군이고 2군의 

경우에는 그 반대 순서로 진행되었다.

  2.3.3.3. 초기 액취 및 액와균 초기값(base line) 평가

  피시험자의 평소 생활환경에 따른 액취 및 액와 균수 

수준을 초기 값(base line)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임상시

험 시행 전날(월요일) 저녁에 피시험자를 내원시켜 액취 

평가 및 액와 균수 평가를 위한 액와 균 샘플을 채취하였

다. 단 피시험자들은 시험 시작 전 내원하는 당일에는 반

드시 샤워하지 않고 내원하게 하였다.

  2.3.3.4. 세부 평가 계획

  무작위 배정에 의하여 “1군"과 ”2군"으로 나누어진 피

시험자에게 시험제품 혹은 대조제품을 각각 제공하고 2

일 동안(화 ~ 수요일) 사용하게 하였다. 제품 사용은 1

일 1회, 아침 6 ~ 7시경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품 사

용 전후의 액와균 샘플링은 피시험자들을 미리 교육하여 

직접실시 하도록 하였고 사용 약 3 h 이후인 오전 10시

경과 약 9 h 이후인 오후 4시경에는 내원시켜 액취 평가 

및 액와 균 샘플링을 직접 실시하였다. 1주차 시험 후 휴

식기간(cross-over period)으로 4일 동안(목 ~ 일요일)

의 휴식기를 가진 다음 2주차에는 시험 시작 전(월요일) 

사전평가를 위하여 내원한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액취 평

가와 액와 균수 평가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고 피시험자

에게는 1주차에 사용하지 않았던 제품(시험군 제품 ↔ 

대조군 제품)을 제공하였으며 1주차와 같은 방법으로 임

상시험을 실시하였다(Table 3). 

  2.3.4. 액취 평가(Axillary Odor Assessment)

  Baxter[4]의 방법을 응용하여 피시험자의 액취 증상

을 액취 강도별로 5 grade로 나누어 실험 전, 후 동일한 

임상전문의가 피시험자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액와의 

정중앙 10 cm 정도 부위에서 직접 냄새를 맡고 Table 2

의 냄새강도별 grade에 준하여 등급을 매겨 임상적인 평

가를 하는 direct sniff test를 시행하였다.

  2.3.5. 액와 균에 한 항균력 평가[14] 

  겨드랑이의 미생물 총 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총 

세균 측정용인 easy stamp TPC (Komed, Korea)를 이

용하여 액와의 정중앙 부위로부터 easy stamp로 액와 균

을 직접 채취하였다. Easy stamp에는 피 시험자 식별코

드, 날짜, 시간, 좌/우 표시 등을 기록하였으며 easy 

stamp의 뚜껑을 열고 겨드랑이의 오목한 부분을 가볍게 

눌러 찍는 방법으로 액와 균을 채취하였으며 뚜껑이 잘 

닫혀있는지를 확인한 후 37 ℃ 배양기에 넣어 24 h 이상 

배양하였다. 배양 후 형성된 집락 수 전체를 image ana-

lyser (Media Cybernetics, USA)를 이용하여 count하고 

scoring scale에 따라서 0 ~ 5점으로 등급을 매겨 판정하

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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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ime Table for Clinical Study

Period Group Day Time Test

Period 1

(1 week)

Test

→

control

(or)

control

→

test

Mon 18 ∼ 21 h
Direct sniff test

stamping axillary microbe

Tue

Before shower Stamping axillary microbe

6 ∼ 7 h Shower

5 min after shower Stamping axillary microbe

3 h after shower
Direct sniff test

stamping axillary microbe

9 h after shower
Direct sniff test

stamping axillary microbe

Wed

Before shower Stamping axillary microbe

6 ∼ 7 h Shower

5 min after shower Stamping axillary microbe

3 h after shower
Direct sniff test

stamping axillary microbe

9 h after shower
Direct sniff test

stamping axillary microbe

Cross Over Thu-Sun Cross over

Period 2

(2 weeks)

Control

→

test

(or)

test

→

control

Mon 18 ∼ 21 h
Direct sniff test

stamping axillary microbe

Tue

Before shower Stamping axillary microbe

Wed Shower

5 min after shower Stamping axillary microbe

3 h after shower
Direct sniff test

stamping axillary microbe

9 h after shower
Direct sniff test

stamping axillary microbe

Wed

Before shower Stamping axillary microbe

6 ∼ 7 h Shower

5 min after shower Stamping axillary microbe

3 h after shower
Direct sniff test

stamping axillary microbe

9 h after shower
Direct sniff test

stamping axillary microbe

  2.3.6. 통계분석

  2.3.6.1. 피시험자 설정근거

  본 인체시험의 일차적인 목적은 시험제품의 투여로 인

하여 액취에서 임상적 증상 개선에 효과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에 필요한 최소 

피시험자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 임상시험 결과를 통

한 예측치를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 % 하에서 약 80 

%의 검정력을 달성하기 위한 피험자의 수로서 시험군 

및 대조군 각각 최소 22명으로 총 44명이었으나 탈락

(drop-out)을 10 %를 고려하여 군당 25명씩 50명을 설

정하였다.

  2.3.6.2. 통계처리

  본 임상시험의 일차적 효능 평가변수는 실험군과 대조

군의 실험물질 투여 전/후의 액취 균 수의 차이며 독립 

2 표본 t-test를 통하여 항균 수의 개선이 실험군과 대조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평가하였다. 또한 교차설

계법에 합당한 분산분석법을 이용하여 군간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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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valuation Criteria for Grading The Colony of 

Axillary Microbe

Grade Colony No.(X)

0 X ≤ 10

1 10 ＜ X ≤ 30

2 30 ＜ X ≤ 100

3 100 ＜ X ≤ 200

4 200 ＜ X ≤ 500

5 500 ＜ X

Table 5. The Results of In Vitro Antibiotic Effect

MIC (ppm) Clear zone (mm)

Placebo Test Placebo Test

C. xerosis 25,000 400 9 14

C. glutamicum 1,500 200 0 9

C. jeikeium 1,500 100 10 17

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3. 결과  고찰

3.1. In Vitro 항균력 평가 결과

  C. xerosis (KCTC 9105)와 C. glutamicum (ATCC 

13032),  C. jeikeium  (KCTC 43734)에 대한 MIC 및 clear 

zone 평가결과, 주성분을 함유한 바디워시(시험군)가 대조

군에 비하여 매우 높은 항균효과가 있었다(Table 5).

3.2. 임상평가 결과

  3.2.1. 액취 평가 결과

  액취 평가는 임상시험 전날 측정된 초기 값(base line)

과 샤워 3 h 후 및 9 h 후의 액취 grade가 평가 되었다. 

초기 값(base line)에 대비한 샤워 3 h, 9 h 후의 액취 

grade 변화를 살펴보면, 1주차 기간에서 샤워 3 h 후에는 

대조군에서는 -1.02의 감소를 보였고 시험군의 경우는 

-2.42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9 h 후에는 대조군 -0.20, 시

험군 -1.98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휴식기(cross-over 

period) 이후에 진행된 2주차 기간에서 샤워 3 h 후에는 

시험군은 -3.04의 감소, 대조군 -1.20의 감소를 나타내었

고 9 h 후에는 시험군 -2.80의 감소, 대조군 -0.36의 감소

를 나타내었다(Table 6). 1주차와 2주차를 통합하여 분

석한 결과, 샤워 3 h 후에는 대조군 -1.12의 감소, 시험군 

-2.73의 감소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험군에서 액취 

Figure 1. The reduced grades of axillary odor by subject 

groups at 9 h after shower.

grade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샤워 9 h 후에는 대조군에

서 -0.28 감소한 반면, 시험군에서는 -2.39의 감소를 유지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7). 샤워 

9 h 후에서의 기간 별 액취 grade의 감소 정도를 graph

로 나타내었다(Figure 1).

  3.2.2. 액와 균수(Colony 수) 결과

  액와 균수의 변화를 보면 기간 1(1주차)에서 대조군은 

샤워 직전에 비하여 샤워 5 min 후에는 -233.35로 감소

되었다가 3 h 후 -25.40, 9 h 후에는 182.61로 증가되었

다. 시험군은 샤워 5 min 후에 -294.76로 감소되었고, 3 

h 후에는 -279.03, 9 h 후에는 -238.90으로 감소된 균의 

수가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간 2(2주

차)에는 충분한 휴식기간(cross-over period)을 거쳐 대

조군 제품과 시험군 제품을 바꾸어 시험을 진행하였다. 

기간 2를 살펴보면 시험군의 경우 샤워 5 min 후 -436.38

의 균수의 감소를 나타내었고 3 h 후 -395.06의 감소, 9 

h 후 -376.61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대조군의 경우 5 

min 후, 3 h 후, 9 h 후의 균수의 감소가 각각 -132.69, 

-146.17, 111.28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수가 급

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8). Figure 2는 각 피

시험자 군과 기간 사이의 profile plot으로 샤워 후 9 h 후

의 균수의 증감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1군 즉, 대조군 

→ 시험군의 순서로 실험을 한 군에서는 대조제품이 

182.61의 균수의 증가, 시험제품이 -376.61로 균수의 감

소를 나타냈고, 2군 즉, 시험군 → 대조군 순서로 실험을 

한 군은 -238.9에서 111.28로 균수가 증가하였다. 샤워 후 

시간(5 min, 3 h, 9 h)에 따라 액와 균수 감소가 시험군, 

대조군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 2 표본 t-test를 통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샤워 5 min, 기간 1과 기간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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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duced Grades of Axillary Odor by Subject Groups (mean ± STD)

Time Subject group n Period 1 (1 week) Period 2 (2 weeks)

3 h after shower
Group 1 (control → test) 25 -1.02 ± 0.78 -3.04 ± 1.02

Group 2 (test → control) 25 -2.42 ± 0.80 -1.20 ± 1.02

9 h after shower
Group 1 (control → test) 25 -0.20 ± 0.63 -2.80 ± 1.06

Group 2 (test → control) 25 -1.98 ± 0.80 -0.36 ± 0.93

Table 7. The Reduced Grades of Axillary Odor by Test 

Samples (mean ± STD)

Time Test sample n Mean STD p-Value

3 h after 

shower

Placebo 50 -1.12 0.90
< 0.0001

Test 50 -2.73 0.96

9 h after 

shower

Placebo 50 -0.28 0.79
< 0.0001

Test 50 -2.39 1.02

평균이 대조군 -183.03의 감소, 시험군 -365.57의 감소를 

나타냈고 유의확률이 0.01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3 h 후는 대조군 -85.79, 시험군 -337.05

의 감소로 유의확률 0.0006을 나타내 역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9 h 후는 대조군의 경우 149.95로 증가하였고 시

험군은 -307.76으로 감소하였다. 유의확률은 0.0001보다 

작아 매우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9).

  3.2.3. 액와 균수 Grade 평가 결과

  액와 균수 grade의 변화를 보면 기간 1의 경우에 대조

군은 샤워 5 min 후에는 -1.74로 감소되었다가 3 h 후 

-0.28, 9 h 후에는 0.72로 증가되었다. 시험군은 샤워 5 

min 후, 3 h 후, 9 h 후에 각각 -2.54, -2.04, -1.44로 grade

가 감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Table 10). 기간 2에

서는 휴식시간(cross-over period)을 거쳐 대조제품과 시

험제품을 바꾸어 실험을 하였다. 기간 2를 살펴보면 시험

군의 경우는 기간 1과 마찬가지로 샤워 5 min 후, 3 h 후, 

9 h 후에 각각 -3.22, -2.88, -2.14의 grade를 나타내 균수 

grade의 감소상태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대조군의 경우 

-0.96, -0.60, 0.22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생물의 

grade가 증가하고 있다. Figure 3을 보면 시험의 종료점

(end point)인 샤워 후 9 h 후에서 1 군의 경우 즉, 대조

군 → 시험군의 순서로 실험을 한 군에서는 대조제품이 

0.72의 미생물 grade 증가를 보였고 시험제품이 -2.14의 

미생물 grade의 감소를 나타냈다. 시험군 → 대조군 순서

로 실험을 한 군은 -1.44에서 0.22로 grade가 증가하였다. 

시간에 따른 미생물의 grade의 감소를 Table 11에 나타

내었다. 샤워 후 5 min 후 대조군 -1.35의 감소, 시험군

Figure 2. The reduced colony numbers of axillary microbe by 

subject groups at 9 h after shower.

Figure 3. The reduced colony grades of axillary microbe by 

subject groups at 9 h after shower.

-2.88의 감소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험군에서 미생물 

grade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3 h 후, 대조군에서 -0.44 감

소한 반면, 시험군에서는 -2.46의 감소를 유지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9 h 후 대조군 0.47의 증

가, 시험군 -1.79의 감소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을 보였다(Table 11).

3.3. 고찰  총

  땀이 피부의 표면에 도달할 때 까지는 무균, 무취하나 

표면이 세균 또는 박테리아균에 노출되면 독특한 체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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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Reduced Colony Numbers of Axillary Microbe by Subject Groups (mean ± STD)

Time Subject group n Period 1 (1 week) Period 2 (2 weeks)

5 min after shower

Group 1 (control → test) 25
-233.35 

± 217.43

-436.38 

± 332.18

Group 2 (test → control) 25
-294.76 

± 470.05

-132.69 

± 353.15

3 h after shower

Group 1 (control → test) 25
-25.40 

± 288.09

-395.06 

± 268.79

Group 2 (test → control) 25
-279.03 

± 461.82

-146.17 

± 313.15

9 h after shower

Group 1 (control → test) 25
  182.61 

± 339.14

-376.61 

± 305.67

Group 2 (test → control) 25
-238.90 

± 447.90

  111.28 

± 244.44

Table 9. The Reduced Colony Numbers of Axillary Microbe by Test Samples (mean ± STD)

Time Test sample n Mean STD p-Value

5 min after shower
Placebo 50 -183.03 294.66

0.0188
Test 50 -365.57 409.12

3 h after shower
Placebo 50 -85.79 303.98

0.0006
Test 50 -337.05 378.53

9 h after shower
Placebo 50 146.95 294.78

< 0.0001
Test 50 -307.76 385.82

풍긴다. 땀은 중성지방산, 지방산, 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지질과 수분, 단백질, 당질, 암모니아, 철분, 형광물질 등

으로 구성되어 있어 끈적거리며 젖과 유사한 점액질 양

상을 띤다. 특히 지방, 단백질 등의 유기물이 많아서 세

균에 의해 쉽게 부패되며 pH 5.5 ~ 6.5이나 액취 증의 

경우에서는 알칼리로 변한다[1]. 체취는 피지, 케라틴 등

과 여러 가지 세포파편의 잔재물, 세균에 의한 분해물에 

의하여 발생되게 된다[15]. 액취의 경우는 피지와 아포

크린 땀 속에 존재하는 지질의 자가 산화에 의해 유발되

는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휘발성의 악취물질들이 액

취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에는 저분자 유리지방산인 

caproic, acid, capric acid, isovaleric acid, butyric acid 등

과 ammonia, amines, indoles, mercaptans, hydrogen 

sulphide, phosphine 및 몇 종류의 스테로이드성 물질들

이 있다. 이들 물질들은 아포크린 분비에 함유된 전구물

질로부터 세균의 작용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7-19]. 액와의 상재 균은 높은 습도와 적절한 온도에 

의해 성장이 촉진되는데 대표적인 상재균은 diphtheroids

이다[5]. 박테리아 외에 아포크린 땀샘의 수와 크기도 액

취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생각된다[6]. 결론적으로 액취

의 원인은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 자체가 원인

은 아니고 피부나 겨드랑이에서 분포하는 세균이 땀을 

분해하면서 지방산과 암모니아를 생성하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액취는 임상적으로 진단되는데 그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다. 일부에서는 모든 사춘기 이후의 사람

은 정상적으로 액취가 난다고 하였고, 동양에서는 약간

의 액취도 병적인 액취 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1,7]. 액취의 완화를 위해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

며 그 목표는 겨드랑이의 상재균과 아포크린 땀을 감소

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항생제 비누, 국소항생제, 소

취제, 향수, 땀 분비 억제약품들이 추천되고 있으며 액취

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하고 있으나 흉터 

같은 부작용과 재발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최

근에는 적절한 항균작용이 있는 물질을 도포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1,8,9]. Leyden[5,23] 등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micrococci, propioni-

bacteria와 함께 호기성 diphtheroids 등이 겨드랑이에서 

미생물 군을 형성하며, 그중 호기성 diphtheroids는 액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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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Reduced Colony Grades of Axillary Microbe by Subject Groups (mean ± STD)

Time Subject group n Period 1 (1 week) Period 2 (2 weeks)

5 min after shower
Group 1 (control → test) 25 -1.74 ± 1.01 -3.22 ± 0.95

Group 2 (test → control) 25 -2.54 ± 1.16 -0.96 ± 1.39

3 h after shower
Group 1 (control → test) 25 -0.28 ± 1.28 -2.88 ± 0.95

Group 2 (test → control) 25 -2.04 ± 1.05 -0.60 ± 1.20

9 h after shower
Group 1 (control → test) 25  0.72 ± 1.04 -2.14 ± 1.14

Group 2 (test → control) 25 -1.44 ± 1.06  0.22 ± 0.95

Table 11. The Reduced Colony Grades of Axillary Microbe by Test Samples (mean ± STD)

Time Test sample n Mean STD p-Value

5 min after shower
Placebo 50 -1.35 1.27

< 0.0001
Test 50 -2.88 1.10

3 h after shower
Placebo 50 -0.44 1.24

< 0.0001
Test 50 -2.46 1.08

9 h after shower
Placebo 50 0.47 1.02

< 0.0001
Test 50 -1.79 1.15

를 가진 피시험자에서 많이 검출되고 땀과 함께 배양할 

경우 액취를 발생시키는 등 액취 원인균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Rennie[11,24] 등은 다수의 남성의 액와에서 서

식하는 미생물과 액취를 분석한 결과, 겨드랑이에서 서

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micrococci, propionibacteria 중에

서 호기성 coryneform 수와 액취의 강도가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in vitro 실험에서 C. xerosis는 이 액취를 발생

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해 C. xerosis가 액취 원인균

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

전청에서 발행한 자료[13]에서도 Corynebacterium 속 

균주를 액취방지제 효능평가를 위한 표준균주로 사용함

을 보고한 바 있다. Triclosan은 다수의 그람 양성균인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등 

뿐만 아니라 Escherichia coli, Klebsielia, Proteus 균 및 

그람 음성균 등에 낮은 농도에서도 항균 작용이 있고 

Pseudomonas aeruginosa, 피부 사상균 등에는 효과가 없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또한 triclosan은 여드름의 

원인균 일종인 Propionibacterium acne에도 항균 작용이 

있는 것으로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10,22]. 최근에

는 triclosan이 다양한 균주에서 항균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11] 또한 체취방지제의 주성분으로 triclosan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24]. 죽염은 해독작용, 정혈작용, 소

염작용, 세포재생작용, 체질개선작용, 항균작용, 항암작

용 등을 하며, 감기 증상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랫

동안 사용되어 왔다. 죽염의 추출법과 제조는 천일염을 

왕대나무에 담고 황토로 입구를 봉한 뒤, 철통에 넣어 철

성분이 함유되게 장작불로 굽고, 이후 구워진 소금 기둥

을 잘게 분쇄하여 앞의 방법처럼 재차 구움으로써 제조

되는데, 구워지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대나무의 죽력 성

분이 소금 속으로 스며들어 감로정(甘露精)의 단맛과 깊

은 맛을 지니게 된다. 죽염은 매번 구울수록 그 색깔이 

짙어지는데 9회를 굽고 9회 째에는 1,500 ℃ 이상으로 고

열 처리하여 구워낸 죽염은 부분적으로 청, 황, 적, 백, 흑 

등의 오색이 비치며, 특히 고열과 고압으로 잘 구워진 죽

염은 자주 빛을 띠게 되는데, 이를 자죽염라 한다[25]. 

죽염이 구강 내의 미생물에 대해 항균작용과 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26,27] 또한 죽염을 유

효성분으로 한 약학적 조성물이 항균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성분으로 사용된 triclosan 및 죽염

은 C. glutamicum, C. xerosis, C. jeikeium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항균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시험은 총 

2주, 시험일 기준으로 6일에 걸쳐 시행하였고 피시험자 

50명을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교차설계로 평가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홍반, 구진, 부종, 소양 등의 이상반응 증

상은 피시험자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임상 평가에 

있어서 시험 시작 전의 초기에 비해 시간 경과 후의 액취

의 변화를 보면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샤워 후 3 h에는 

액취 정도가 모두 감소된 것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인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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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에 의해서도 액취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험군은 샤워 후 9 h 까지도 액취 정도가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조군은 샤워 9 h 이후에는 거

의 초기 상태까지 증가하였다. 종합적으로 액취는 샤워

에 의하여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감소되나, 대조군의 경

우, 시간이 경과 될수록 다시 액취가 초기 상태(base 

line) 까지 증가된 반면, 시험군은 액취 감소효과가 우수

할 뿐만 아니라 감소된 상태가 최소 9 h 까지 지속되었

다. 이러한 작용은 triclosan과 죽염이 액취 균에 대하여 

우수한 항균작용을 갖는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더욱이 피부에 잘 흡착되어 장시간 항균효과를 나타낸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액와 균수 및 grade 평과 결과, 

샤워 전에 비해 시험군 및 대조군 모두 샤워 5 min 후에

는 모두 액와 균수가 감소되었다가 대조군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샤워 9 h 후에는 오히려 초기 대비 액와 균수가 

더 증가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시험군은 샤워 5 min 후

에는 크게 감소되었다가 3 h, 9 h 후에는 5 min 후보다는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감소된 상태로 지속되었다. 시간에 

따른 액취 grade의 변화 패턴은 액와 균수의 변화 패턴

과 거의 동일했다. 샤워 후 5 min에는 대조군에서도 액

와 균수 및 grade가 감소되는 것은 일반적인 바디워시를 

사용하여 샤워하는 자체만으로도 액와에 존재하는 상재

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점

차 시간이 경과 될 수록 액취 균이 증가한 점은 대조군에 

항균효과가 있는 주성분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되며 샤워 9 h 후에 오히려 초기 대비 액와 균수

가 더 증가된 것은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사용한 easy 

stamp TPC에 있는 배지가 겨드랑이에 묻으며 남아서 

겨드랑이에 잔존하는 액와 균수의 생육환경을 더 양호하

게 변화시켰을 것이라는 가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결    론

  1.0 % Triclosan과 0.4 % 죽염을 함유한 바디워시의 

액취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in vitro 항

균시험 및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교차설계로 진행한 임

상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0 wt% Triclosan과 0.4 wt% 죽염을 함유한 바디

워시는 Corynebacterium glutamicum, Corynebacterium 

xerosis, Corynebacterium jeikeium를 균주로 한  in vitro 

항균 실험(MIC 및  Clear zone 측정)에서 모두 우수한 

항균 효과가 있었다.

  2) 1.0 wt% Triclosan과 0.4 wt% 죽염을 함유한 바디

워시는 액취를 전반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고 그 

효과는 최소 9 h 동안 지속되었다.

  3) 1.0 wt% Triclosan과 0.4 wt% 죽염을 함유한 바디

워시는 액와 균수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고 그 효과는 

최소 9 h 동안 지속되었다.

  4) 임상시험 기간 동안 피시험자 전체에서 이상반응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5) 결론적으로 1.0 wt% triclosan과 0.4 wt% 죽염을 

함유한 바디워시는 액취에 대한 감소효과와 피부 안전성

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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