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세치제(洗齒劑, dentifrices)란 잇솔질을 하는

과정에 치아 표면을 효율적으로 세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세제이다1).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세

치제라는 용어보다 치약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

용하고 친숙하게 느끼지만, 세치제는 의약품이 아

니고 비누나 세제와 같은 분류인 의약부외품에 속

한다1). 세치제의 주성분은 세마제, 세정제, 결합

제, 습윤제이며 기타 성분으로 물이나 향미제, 감

미제, 방부제, 예방제, 치료제 등이 배합되거나 착

색제, 부식억제제, 표백제 같은 성분을 배합하기

도 한다2). 그 중 많은 세치제에 배합되는 대표적인

세마제는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과 인산

칼슘(calcium phosphate)을 들 수 있으며, 세정

제에는 합성중성세제인 라우릴황산나트륨(sodi-

um lauryl sulfate), 결합제로는 메칠셀룰로오즈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같은 합성

수분 분산성 셀룰로오스 유도체와 합성복합 col-

loidal magnesium aluminum silica, 그리고

습윤제에는 glycerin, solbitol을 배합한다3). 

세정효과를 위해 세치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

는라우릴황산나트륨은풍부한발포력을나타내어

세정효과는 좋으나 낮은 농도로 반복 도포하는 경

우 만성피부염를 유발하거나, 과각화증과 극세포

증과 같은 표피의 증식과 분화 이상을 초래하고

임상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4). 시

판세치제가 조직에 자극성을 가지고 있어5) 구강건

조증이나 점막자극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

이 공중파방송을 통해 방영이 되었고6), 그 이후로

각종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치면세균막제거효과나

조직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천연재료를

이용한 D.I.Y.세치제만들기 현상이 일어났다. 각

인터넷쇼핑몰에서는완성된제품이아닌세치제를

만들 재료만 판매하기 때문에 D.I.Y.용 세치제에

관한 법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치면

세균막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해 올바른 세치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D.I.Y.세치제가 만들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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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D.I.Y.세치제의 국민구강위해가능

성에대해검증해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 연유로 합성계면활성제가 첨가되어 있

지 않으며 직접 손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분

말형 D.I.Y.세치제를 제작하여 치면세균막제거

효과를 시판 세치제와 비교해 보고 D.I.Y.세치제

에 관한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에 관한 조사를 하

였기에이를보고하고자한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연구재료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등의 만들기 재료 판매

쇼핑몰 중에서 편의 추출된 솝스쿨(http://www.

soapschool.co.kr/)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천

연가루치약만들기 세트”를 구입하여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작방법에 따라 총 100 g을 제작하였

으며 1주일 내에 사용하였다. “천연가루치약”을

“D.I.Y.세치제”로 명명하였으며 D.I.Y.세치제의

원료는다음과같다 <표 1>.

2.2. 연구 상

K대학교 학생 중 28개 이상의 자연치를 보유하

고 있고, 회전법을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며, 교정

장치나 보철장치가 없는 학생 중 본 실험의 취지

에 동의하고 참여를 자원한 20∼25세 여성 6명을

대상으로 시판치약과 D.I.Y.세치제로 알려진 분

말형세치제의치면세균막제거효과에대하여실험

하였으며, K대학교 재학 중이고 본 실험에 동의

한 학생 51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시판 세치제와 D.I.Y.세치제의 사용 후 선호도와

인지도에 대해 설문지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

였다.

2.3. 연구방법

2.3.1 치면세균막 제거 평가 실험

모집한 실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전날 저녁 식후

잇솔질을마지막으로당일 아침 9시까지 잇솔질을

시행하지 않으며 물을 제외한 다른 음식물을 섭취

하지 않고 내원하도록 하여 12시간 정도 치면세균

막형성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치면착색제를 이용

하여 치면세균막을 착색시킨 후 기초시점의 치면

세균막형성정도를 검사하고 D.I.Y.세치제를 사용

하여 이를 닦도록 한 후치과위생사 1인이 1분경

과, 2분경과, 3분경과 시점에 각 올리어리지수를

검사한 후 치면세균막관리점수7)로 치면세균막제

거정도를 산출하였다. 검사자는 연구 시작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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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원료 배합비율

연마제 탄산수소나트륨 50g

치석 흡착 제거 옥수수전분 26g

입안 문제 해결 죽염 1�2g

항균 효과 프로폴리스 20방울

방부제 나프리 20방울

세균막 형성 억제 자일리톨 8g

구취와 치아우식예방 효과 녹차 추출물 20방울

소독 페퍼민트 14방울

총용량 100g

표 1. D.I.Y. 치약의 제시된 기능과 배합비율



치면세균막지수에대한훈련을받았으며검사자내

신뢰도는 0.86이다. 다음 날 같은 대상자들을 대

상으로 현재 판매량이 가장 많은 시판치약을 선택

하여같은방법으로치면세균막제거효과를실험하

였으며각각 2회 반복하여평균을산출하였다.

2.3.2. 설문지를이용한선호도조사

K대학교 학생(총 51명)을 대상으로 D.I.Y.세치

제 일회 사용분을 배분하고 사용한 후 평소 사용

하는 세치제와 비교한 주관적 평가를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표 2>. 선호도 조

사 중 잇솔질 후 청량감에 대해서는 Visual

Analogue Scale을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최소점

수는 1점이 가장 부정적인 답변이며 최대점수 10

점이 가장긍정적인답변이었다. 

2.3.3. 분석방법

통계프로그램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치면세균막지수 평가 실험의 표본수가 적어

비모수검정인 Mann-Whitney검정법을 사용하

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선호도조사에서의 표본

수는 총 50명 이었으나 각 종속 변수에 대해

Kolmogorov-Smirnov검정을 시행한 결과 개운

함, 미각변화인지, 효과인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검정법

을사용하였으며구강건조증상에대해서는등분산

을보여 T-test로 검정했다. 

3. 연구성적

3.1. 치면세균막관리점수 평가 실험

실험에 참여한 총 6명의 대상자 중 5명

(A.B.C,D.E)은 시판세치제와 D.I.Y.세치제의 잇

솔질 3분후 시점의 2회 반복실험의 평균 치면세균

막관리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D.I.Y.세치제의 치

면세균막관리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고, 단 1명(F)

의 대상자만이 잇솔질 3분후의 치면세균막관리점

수가 시판세치제보다 D.I.Y.세치제가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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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질문내용

D.I.Y.세치제의 인지도 조사
인지여부

사용여부

시판세치제와 D.I.Y.세치제의 선호도 조사

잇솔질 후 청량감

잇솔질 후 주관적 미각변화

잇솔질 후 주관적 구강건조증상

잇솔질의 주관적 치면세균막 제거효과

표 2. D.I.Y. 세치제 인지도 선호도조사

시간
시판세치제 D.I.Y.세치제

A B C D E F A B C D E F

기초시점 29 24 37 13 43 23 37 24 41 13 40 28

1분후 50 71 53 39 77 35 56 49 51 35 68 52

2분후 89 90 75 63 83 63 76 72 55 56 80 78

3분후 97 96 88 87 96 91 88 89 71 83 87 94

표 3. 각 세치제의 시간에 따른 실험대상자별 치면세균막관리점수 변화



났다<표 3>.

기초시점에서 치면세균막지수는 두 군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고,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치면

세균막이 제거 되고 있었다. 시판치약은 3분 후

90.0% 치면세균막이 감소되었고, D.I.Y.세치제

는 3분 후 77.9% 치면세균막이 감소되어 D.I.Y.

세치제가치면세균막제거효과가떨어졌으나유의

하지는않았다<표 4>.

3.2. 설문지를 이용한 선호도 조사

3.2.1. 조사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는 총 51명 이었으나 남자 1명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최종

조사대상자는 남자 1명을 제외한 19~25세의 여

성 50명이다. 

3.2.2. D.I.Y.세치제의 인식도

조사대상자 중 D.I.Y.세치제에 대해 들어 본적

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9(18%)명, D.I.Y.세치제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41(82%)명

으로 대상자 중 대부분이 D.I.Y.세치제에 대해 알

고 있지 않았다. D.I.Y.세치제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 중 1명이 D.I.Y.세치

제를 사용 해 본적이 있었으며, 분말형의 세치제

를사용하였다고응답하였다.

3.2.3. 시판치약과 D.I.Y.세치제의 사용 후 선호도

비교

1) 잇솔질 후 개운함

시판세치제와 D.I.Y.세치제 각각의 잇솔질 후

개운함은 최저점수 1점 최고점수 10점으로 직접

기입한 점수를 1점∼3점=개운하지 않음, 4점∼6

점=보통, 7점∼10점=개운함으로코딩변경한것이

다. <표 6>에서와 같이 총 대상자 50명중

45(90.0%)명이 시판세치제를 사용하였을 때 잇솔

질 후 개운하다고 하였고 1명만이 개운하지 않다

고 답하였고, D.I.Y.세치제를 사용하였을 때는

5(10.0%)명이 개운하다고 하였으며, 14(28.0)명

이 개운하지않다고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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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간
시판세치제 (%)
평균±표준편차

D.I.Y.세치제(%)
평균±표준편차

p*

1분 후 40.0±19.3 31.0±9.8 0.94

2분 후 68.7±14.7 56.0±17.0 0.39

3분 후 90.0±6.0 77.9±13.9 0.37

표 4. 각 세치제의 시간에 따른 치면세균막제거율§의 변화

§치면세균막제거율(%) = (해당시점의 올리어리지수 - 기초시점의 올리어리지수)/기초시점의 올리어리지수×100
*Mann-whitney 검정

평가 시간
시판세치제
평균±표준편차

D.I.Y.세치제
평균±표준편차

p*

기초 시점 28.2±10.7 30.8±10.9 0.69

1분 후 54.2±16.9 51.8±10.7 0.81

2분 후 77.2±12.2 69.5±11.2 0.26

3분 후 92.5±4.4 85.3±7.9 0.08

표 5. 시판치약과 D.I.Y.세치제의 치면세균막관리점수 변화

*Mann-whitney 검정



잇솔질 후 미각변화가 지속된 시간을 묻는 질문

에서는 시판세치제는 10분미만이 9(20.0%)명, 1

시간이상이 4(8.0%)명이었고, D.I.Y.세치제는 10

분미만이 28(56.0%)명, 1시간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후 구강건조증상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대답한 대상

자는 총 50명 중 시판세치제 사용 후에는

22(44.0%)명, D.I.Y.세치제 사용 후 에서는

31(62.0%)명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 대상자 총 50명 중 시판치약을 사용 했

을 때는 1(2.0%)명이 잇솔질이 잘되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D.I.Y.세치제을 사용했을 때는

18(36.0%)명이잇솔질이잘되지않았다고답하였

다. 시판세치제와 D.I.Y.세치제 각각의 잇솔질 후

개운함은 최저점수 1점 최고점수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잇솔질 후 개운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

이다. 시판세치제의 평균점수는 8.22(±1.36)점

이었고, D.I.Y.세치제의 평균점수는 4.42(±1.65)

점으로 시판세치제를 사용하였을 때가 더 개운하

다고 응답하였다. 잇솔질 후 각각의 세치제에 따

른 미각변화 지속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점수가 낮

을수록 미각변화 지속시간이 짧은 것으로 시판세

치제 2.24(±0.85), D.I.Y.세치제 1.52(±0.65)

이었으므로 D.I.Y.세치제에 비해 시판세치제를

사용 하였을 때 미각변화의 시간이 더 오래 지속

된다고 응답하였다. 잇솔질 후 각각의 세치제에

따라 구강건조증상이 있었냐는 질문에 점수가 높

을수록 건조증상을 많이 느꼈다고 답한 것이며,

시판용 세치제는 1.58(±0.54), D.I.Y.세치제는

1.40(±0.49)로 시판세치제를 사용했을 때가

D.I.Y.세치제를 사용하였을때 보다 구강건조증상

을조금더느끼는것으로수치상나타났으나유의

하지 않았다. 잇솔질의 효과에 대해서는 시판세치

제가 2.48(±0.54), D.I.Y.세치제는 1.66(±0.52)

로 시판세치제를 사용했을 때가 잇솔질이 더 만족

스럽게되었다고응답하였다(p*＜0.01)<표 7>.

4. 총괄 및 고안

일반인에게 치약이라고 흔히 알려진 세치제는

치면세균막 조절에 있어서 칫솔질과 병용하여 가

장 많이 이용되는 구강위생보조제로 최근에는 치

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불소뿐만 아니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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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세치제N(%) D.I.Y.세치제N(%)

잇솔질 후 개운함 개운함 45(90.0) 5(10.0)

보통 4(8.0) 31(62.0)

개운하지 않음 1(2.0) 14(28.0)

주관적 10분미만 9(20.0) 28(56.0)

미각변화지속시간 10분~30분 24(48.0) 18(36.0)

1시간이상 4(8.0) 0(0.0)

주관적 전혀 느끼지 못했다 22(44.0) 31(62.0)

구강건조증상 조금 느꼈다 27(54.0) 19(38.0)

많이 건조해졌다 1( 2.0) 0(0.0)

주관적 매우 만족하게 되었다 26(52.0) 2( 4.0)

잇솔질효과 그저 그렇다 23(46.0) 30(60.0)

잘 되지 않았다 1( 2.0) 18(36.0)

표 6. 시판치약과 D.I.Y세치제의 주관적 인식도



가지항균제를첨가함으로써치아우식증과치주질

환 예방까지 겸하는 기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

한 첨가물들의 효과는 타액 내 단백질, 당단백, 또

는 지질과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하여 획득피

막, 치면세균막에 부착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난다

8). 근래에는 구강 내 적용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기존의 화학합성 항균물질을 대신할 수

있는 천연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임상적으

로도 생약 성분이 포함된 구강양치액, 치약 등에

대한 효과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9-14). 

본 실험은 일반인들에게 천연세치제로 알려져

있는 D.I.Y.세치제와 시판치약의 치면세균막 제

거효과를 비교해 보고, D.I.Y.세치제의 선호도 및

판매되는 D.I.Y세치제의재료들에대한근거를알

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D.I.Y.세치제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여 편의로 추출된 한 사이

트의 D.I.Y.세치제 재료를 구매하였다. 구매한 결

과 각 성분에 대한 설명과 효능, 세치제를 만들기

위한 성분, 제작 시 혼합비율 등이 쓰여 있는 설명

서가첨부되었다. 

각 성분에 대한 국내외 치의학 관련 문헌을 고

찰한 결과, 옥수수전분, 나프리, 페퍼민트를 제외

한 구성성분에 관한 자료는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들 성분은 기존의 시판 세치제성분에 포함되어

있는것들이었다.

죽염은 식염을 특수하게 가공한 것으로 우리나

라에만 독특하게 전래되어오는 형태이다. 특히 중

국과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이를 닦거나 치

통, 치주염의 치료 등 구강보건 및 치의학적인 분

야에서 광범위하게 식염을 사용하였던 기록이 있

으며 식염이 식용 이외에도 약용으로 인정되어 매

우 다양한 종류와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15). Held16)는 식염이 치주조직에서 염증감

소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Keyes와

McCable17)은 중탄산나트륨, 과산화수소수와 식염

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치주염 환자에 있어서

염증 소실, 치아동요도 감소, 치주낭 감소효과와

치태 감소효과를 얻었고 이것이 높은 삼투압에 의

한것으로보고하였다.

항균효과가 있다고 제시되어있는 프로폴리스

(propolis)는 꿀벌의 자기방어나 보수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flavonoids계 물질, caffeic acid,

cinnamic acid methylester, cinnamic acid

ethylester, chrysin, quercetin, genistein 등

다수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항세균작용, 항진

균 작용, 항암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8-

21). 국내에서는 백과 김, 유22)에 의해 프로폴리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치아우식원인균인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해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유 등23)는 cinnamic acid계통의 물질

이 Streptococcus. mutans, Lactobacilus.

acidopilus 및 Actinomyces. naesludii에 억제

효과가뛰어나다고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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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세치제
평균±표준편차

D.I.Y.세치제
평균±표준편차

p*

잇솔질 후 개운함 8.22±1.36 4.42±1.65 ＜0.01

주관적 미각변화 2.24±0.85 1.52±0.65 ＜0.01

주관적 구강 건조 증상 1.58±0.54 1.40±0.49 0.85**

주관적 잇솔질 효과 2.48±0.54 1.66±0.52 ＜0.01

표 7. 시판세치제와 D.I.Y.세치제의 사용 후 선호도 비교

* Mann-Whitney검정
** 정규분포하여 T-test로 검정함



세균막 형성 억제의 기능이 있다고 제시되어있

는 자일리톨(Xylitol)은 5탄당 알코올로 치아우식

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당 대체물이다.

음식에 자당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자일리톨

을 사용한 경우 85% 이상에서 치아우식증 감소를

보이고24) 이와 같은 효과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에서도 볼 수 있다25). 자일리톨에 의한 치아우식증

의 감소는 자일리톨이 Streptococcus. mutans

의 증식을 억제하여 일어나며, 이러한 증식억제작

용은 다른 연쇄상구균에 대해서도 일어난다26).

Streptococcus. mutans에 자일리톨을 가하면

Streptococcus. mutans의 phosphotrans-

ferase system에 의하여 자일리톨이 세균내로

운반되고 인산화되어 xylitol phosphate가 되고

이 xylitol phosphate는 세균내에서 대사되지 않

고 축적되어 Streptococcus. mutans의 증식을

억제한다27).

구취와 충치에 효과가 있다고 제시되어있는 녹

차추출물은폴리페놀성천연화합물인카테킨이주

성분으로 epicatechin, gallocatechin, epigal-

locatechin, epigallocatechin gallate, epi-

catechin gallate 등이 있으며 여러 가지 생리활

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차에서 추출한 카테킨

은 특히 우식 원인균인 Streptococcus. mutans

의 성장을 억제하는 치아우식증 예방물질로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많은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다28-30).

카테킨의 항우식증 기전은 S. mutans가 치면세

균막에 집락을 형성시 부착에 관여하고 외부의 영

양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세포외다당류의 합성을 차단함으로써 치

면세균막에서 S. mutans의 서식조건을 불리하게

하여 항우식작용을 나타낸다. 즉, Hattori 등29)은

구강 내 세균에 대한 녹차의 항균성은 녹차의 폴

리페놀이 S. mutans의 GTF활성을 저해함으로

써 클루칸 합성을 억제하여 항치면세균막 작용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현재까지는 녹차

가 치아우식증의 주원인균들에 대한 항균효과가

주로 이루어졌다. 홍 등31)은 녹차의 카테킨을 치약

에 첨가함으로써 초기 인공 우식 법랑질에 대하여

재광화 효과가 있음을 밝힘으로서 녹차 추출물이

치약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김 등32-33)은 녹차 추출물인 플라보노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구취감소효과를 나타내는 성분들을 세체제

에 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우수한 구취감

소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Hirasawa 등34)에 의해녹차의카테킨성분이치주

질환의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관찰한 결과

Porphyromonas. gingivalis와 Prevotella 종들

에대해효과적인항균작용이있음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소독의 기능이 있다고 제시되어있는 페

퍼민트는 세치제에서 향미제로서의 기능을 하나

소독과 관련된 참고문헌을 찾을 수 없었으며 치석

제거효과가 있다고 한 옥수수전분과 방부제 역할

을 한다고 하는 나프리 또한 치의학관련 문헌에서

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구강 내

세균과 관련하여 페퍼민트의 세균 억제효과, 옥수

수전분의 치석흡착효과, 나프리의 세균 억제효과

및 기간 등에 관한 추가적인 타분야 문헌에 대한

고찰과근거확인실험이요구된다. 

시판치약과 D.I.Y.세치제의 치면세균막제거 효

과를 비교해 보기 위해 대상자에게 시판치약과

D.I.Y.세치제를 각각 사용하여 잇솔질한 후 1분마

다 총 3분에 걸쳐 올리어리(O’Leary) 지수를 구

하여 치면세균막관리점수로 환산하였다. 그 결과

시판치약은 3분 후 90.0%의 치면세균막이감소되

었고, D.I.Y.세치제는 3분 후 77.9% 치면세균막

이 감소되어 수치에 있어서는 시판치약이 D.I.Y.

세치제보다 약 14%가량 치면세균막제거효과가 더

좋게 나타났지만 Mann-Whitney검정결과 유의

하게 나타나진 않았다. 하지만 3분 시점에서 유의

수준에 근접한 값을 보였기 때문에 실험시간을 증

가시키거나 표본수를 증가시킨다면 두 군 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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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었다.

D.I.Y.세치제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

면 시판세치제를 사용하였을 때가 더 개운하다고

응답하였다(p＜0.01). 이는 치면세균막제거효율

성과 시판세치제의 향미제에 의한 영향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D.I.Y.세치제에 비해 시판세치제를

사용하였을 때 미각변화의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된

다고 응답하였다.(p＜0.05) 또한 라우릴황산나트

륨을 포함한 시판세치제를 사용했을 때가 D.I.Y.

세치제를사용하였을때보다구강건조증상을조금

더 느끼는 것으로 수치상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

았다. 잇솔질의 주관적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시판

세치제를 사용했을 때가 잇솔질이 더 만족스럽게

되었다고응답하였다.

이번 실험은 기초조사 개념으로 시도하였기에

표본수가 적었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하여 표본수를 늘리고, 검사시간을 증가시켜 변화

를 보는 추가적인 실험이 요구된다. 또한 위 실험

에서 D.I.Y.세치제로 사용한 분말세치제 외에 인

터넷쇼핑몰의 다양한 크림형세치제, 액체세치제

등에 대한 실험보고 또한 없는바 이들에 대한 실

험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5). 또한

D.I.Y.세치제는 제조과정, 보관방법, 사용방법에

따라 수많은 오염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통제할

정확한 방법이 없으며, 제조 후 1달 이내로 사용하

라는 주의사항 이외에 천연 보존제로 나프리(20방

울)가 사용되었지만 항미생물효과가 검증된 적이

없다. 따라서 D.I.Y.세치제의 시간경과 후의 세치

제 재료들의 안정성 및 조직에 대한 안전성, 치면

세균막제거 효과의 변화등에 관한 실험이 추가적

으로필요하다.

5. 결론

저자는 D.I.Y.세치제와 시판세치제의 치면세균

막 제거효과 및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

다. 치면세균막제거효과실험에서는 6명의 실험대

상자가 각각 2회에 걸쳐 시판세치제, D.I.Y.세치

제를 사용하면서 각 1분마다 치면세균막지수를 측

정하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1회분의 D.I.Y.세치제를 사용한 후 총 50명의 대

상자들에게자기기입형설문조사를시행하였다.

1. 기초시점에서 3분 후의 치면세균막 지수가 시

판세치제보다 D.I.Y.세치제에서 높게 나타나

시판세치제의 치면세균막제거 효과가 더 우수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유의수준이 감소되었으므로 표본수

를 증가 시키거나 검사시간을 증가 시킨다면 두

군 간의 유의성을 관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었다.

2. 시판세치제와 D.I.Y.세치제의 사용 후 개운함

은 시판세치제를 사용 했을 때가 더 개운하다

고 응답하였으며(p＜0.01) 잇솔질의 효과에 대

해서는 시판세치제를 사용하였을 때의 만족도

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p＜0.05)

3. 잇솔질 후 D.I.Y.세치제에 비해 시판세치제를

사용하였을 때 주관적 미각변화의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응답하였고(p＜0.05), 주관적

구강건조증상의 유지시간에 있어서 시판치약이

더 오래 구강건조증상이 느껴진다는 응답이 많

았지만유의하지않았다.

4. 세치제의 각 재료에 대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죽염, 프로폴리스, 자일리톨, 녹차, 탄산수소나

트륨의 효능에 대한 근거는 발견하였으나, 옥

수수전분, 나프리, 페퍼민트의 각 성분의 효능

에관한근거는발견할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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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Since the program about sodium lauryl sulfate that might cause oral dryness and taste

change including oral tissue allergy was on the air, the ingredients of D.I.Y dentifrices without sodi-

um lauryl sulfate have been sold in online shopping mall and ordinary people can make the denti-

frices easily. But there have not been any reports about the effect of dental plaque removal and pref-

erence about D.I.Y dentifrices. Therefore, this study was designed as a pilot study which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ntal plaque removal and prefernece about D.I.Y dentifrices. 

Methods : 6 subjects were collected to test the effect of dental plaque removal with D.I.Y dentifrices

with written consent. They didn't brushed the teeth during 12 hours until the check-up time on the

next day. The O'leary index was calculated in baseline, 1 minute, 2 minute, 3 minute after brusing

with D.I.Y dentifrices and market dentifrices. The preference about D.I.Y dentifrices through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surveyed in 51 subjects after using D.I.Y dentifrices. 

Results :

1. The market dentifrices could remove larger amount of dental plaque than D.I.Y dentifrices, but, it

wasn't significant. 

2. In feeling refreshment, the market dentifrices had more positive answers significantly. 

3. In feeling taste change, the market dentifries had more duration of taste change significantly. 

4. In feeling oral dryness, the market dentifrices had more duration of oral dryness after toothbrush-

ing. but, it wasn't significant. 

5. As a result about reviewing the dental journals about ingredients of D.I.Y dentirices, green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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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carbonate, bamboo salt, propolis had each evidence. But, We could not find out the evi-

dences of calculus adhesion by corn starch, preservative by napri, disinfectant of peppermint.

Conclusions : Although we cannot find the difference of the effect of dental plaque removal

between D.I.Y dentifrices and market dentifrices, and D.I.Y dentifrices have the merits of decrease of

oral dryness and taste change, it was suggested to have another test about stability and safety of

D.I.Y dentifrices for safety of the user of  D.I.Y dentif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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