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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체 유래 Leuconostoc mesenteroides 배양액을 함유한 에센스로 탈모 증상 완화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

하고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써의 가능성 여부를 규명고자 41명의 피험자를 시험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2021. 

4. 15 ~ 2021. 11. 4 까지 총 24주간 이중맹검, 대조시료, 단일기관, 무작위 배정 인체적용시험을 시행하였다. 

포토트리코그램을 통한 모발 수(N/cm²)는 시험군에서 8주, 16주, 24주 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p<0.001) 있었

고 연구자의 육안 평가는 시험 24주 후부터 수치 상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 주관 평가는 8주, 16주, 24주 

후 시험군과 대조군 간 모발 수 변화량이 유의미한(p<0.017) 차이를 보여 L. mesenteroides 배양액 1%를 함유한 

에센스는 탈모 증상 완화에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체 유래 유산균 L. mesenteroides는 향후 

탈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형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탈모, 유산균, Leuconostoc mesenteroides, 기능성 화장품, 임상연구

Abstract It was to test the efficiency of essence containing scalp derived Leuconostoc mesenteroides 

extract on relieving hair loss and the possibility of the usage as the functional cosmetic’s material. 

41 subjects were classified as the control and test group and for 24 weeks, from Apr. 15th 2021 

to Nov. 4th 2021, they were double blindness, contrast samples, single organs, and randomized 

human applicating tests were performed. The amount of hair had meaningful change (p<0.001) seen 

through phototricogram in 8,16,24 weeks each, and could tell the difference by researcher’s bare 

eye after 24 weeks. Since there were meaningful changes (p<0.017) in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subject on after 8,16,24 weeks time, Essence which contains 1% of L. mesenteroides has efficiency 

on hair loss. Therefore, L. mesenteroides is expected to be used as various cosmetics to prevent 

hair loss.

  

Key Words : Hair loss, lactobacillus, Leuconostoc mesenteroides, Functional cosmetics, Clinical research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project research funds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SS) in 2020-2021.

*Corresponding Author : Kyung-Nam Min(mkn0793@hanmail.net)

Received March 14, 2022

Accepted May 20, 2022

Revised April 27, 2022

Published May 28, 2022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5, pp. 35-43, 2022
e-ISSN 2713-6353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5.035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36

1. 서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탈모증은 모발의 성장 사이클 

중 성장기에 해당하는 모발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남녀

노소 전 인구층에서 미용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 머리 보호 기능 등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발병 시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치료 방

법이 시도되고 있다.

탈모는 발병 원인과 성별에 따라 치료 방법이 각각 

분류되고 있지만 모발 성장 촉진을 위해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로 미녹시딜(minoxidil)의 외용제와 피나스테라

이드 내복약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 중단 시 치

료 전 상태로 돌아가는 특징이 있고[1]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 두피 

자극 및 건조, 가려움, 홍반 등의 피부 질환과 성욕 감

퇴, 발기 부전, 여성의 경우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약물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작용을 최소

화 하기 위해 천연물을 이용한 모발성장 및 탈모 치료제

의 효능 연구가 한약재 및 식물추출물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5]. 그 예로 Thujae occidentalis 종자 추

출물과 Swertia 추출물 등을 포함한 제제가 여성형 탈

모 치료에 유효하다는 결과와[6] 황칠, 천일염, 시금치, 

다시마 등의 열수추출물이 항산화, 항염, 미네랄 성분 

등에 의해 탈모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

되어 천연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을 알 수 있다[7-11].

유산균의 효능은 주로 인체의 소화기계통인 장을 중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면역조적, 항균, 항암능[12-14] 

등의 효과가 발표되었고 인체 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유산균을 배합한 발효물과 대사 산물을 활용하여 실

험한 결과 항염, 항알레르기, 항산화 등의 활성 등이 보

고 되었다[15-17].

최근에는 천연물의 피부 흡수와 효능 증대 등을 목적

으로 식품용 고초균과 장내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유산균이 화장품 소재로 이용되고 있고 microbiome 

기술을 활용한 유산균과 피부 건강의 연관성 연구가 시도

되고 있다. 인체 모유에서 분리한 유산균 Leuconostoc. 

mesenteroides가 대기 중 미세 먼지 내의 카드뮴(Cd)

과 납(Pb) 등의 중금속을 흡착하고 Propionibacterium 

acnes의 여드름 원인균에 대한 항균능을 보고 하였다

[18]. 또한 L. mesenteroides를 이용한 가지열매발효

물의 항염, 항산화능이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보고[19]와 여주추출물을 L. mesenteroides

로 발효했을 때  비발효물보다 더 높은 항산화능을 보고

한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20]. 화장품의 보습작용과 

항노화 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달팽이 추출물도 유산균 

L. mesenteroides로 발효시켜 시트 마스크팩의 원료로 

사용했을 때 항노화 효과가 발현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21].

이에 본 저자는 인체의 두피 유래 유산균 L. 

mesenteroides추출물이 함유된 에센스가 탈모 증상 

완화에 유효성이 있는지 검증하여 향후 탈모예방 기능성

화장품의 소재로 활용 가능성 여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2018. 7)’ 및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현[22]과 백[23]의 논문 등을 참고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는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탈

모인구 대상자를 41명 선정하고 2021. 4. 15 ~ 2021. 

11. 4 까지 총 24주간 시험하였으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만 18~54세의 안드로겐성 탈모증을 진단 받은 남녀 

연구 대상자

• Basic and Specific(BASP) 분류에 의해 basic  

type은 M1 이상 또는 C1 이상 또는 U1 이상, 

specific type은 V1 이상 또는 F1 이상으로 진단

된 남녀 연구 대상자

• Norwood Hamiton 분류에 의해 2 또는 2A이상

으로 진단된 남성 연구 대상자, Ludwig 분류에 의해

1이상으로 진단된 여성 연구 대상자

• 연구기간 동안 특별한 모발용품 사용이나 모발관리 

및 조작을 하지 않을 연구 대상자

• 연구기간 동안 첫 방문 시점의 머리모양 및 모발색을

동일하게 유지할 연구 대상자

• 본 시험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대상자로서 동의서

에 서면 동의한 연구 대상자

본 시험을 위해 연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시험 절차 

및 방법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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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st procedure and method.

Table 1. Essence composition.

Product Toner 

A

Order Raw material name

Standard 

amount

(%)

1 Di-Water 79.4

2 Butylene Glycol 5.0

3 Alcohol 5.0

4 Glycerin 1.8

5 Sodium Hyaluronate 2.5

6 L. mesenteroides Extracts 1.0

7 Carbomer 1.68

8 Arginine 0.85

9 PEG-60 Hydrogenated Castor Oil 0.50

10 Copper Tripeptide-1 0.50

11 Allantoin 0.30

12 Menthol 0.30

13 Phenoxyethanol 0.25

14 Salicylic Acid 0.25

15 Chlorphenesin 0.25

16 Panthenol 0.20

17 Rh-Polypeptide-1 0.20

18
Citrus Aurantium Dulcis (Orange) 

Peel Oil
0.02

Total 100

  

2.3 시험 부위 및 방법

피험자는 연구자의 관리 감독 하에 1회 0.35 g 씩  

총 10회를 펌핑하여 3.5 g을 1일 1회 두피 및 모발

전체 부위에 흡수시키는 자가 사용법을 시행하였다. 

이중맹검 담당자는 통계 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ver.28.0(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선정된 피험자에게 시료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 배정하였다. 피험자의 모발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포토트리코그램(phototrichogram)

법을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확대경(Folliscope)과 디지털

카메라(Canon EOS 750D)를 촬영 장비로 사용하였다. 

시험 순서는 시험 개시 2주 전, 시험 개시일, 시험 개시 

8주차, 16주차, 24주차로 분류하여 해당 주차에 필요한 

내용 고지, 평가, 촬영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

2.4 유효성 평가

2.4.1 포토트리코그램에 의한 평가

평가를 위한 지정 탈모 부위를 1 mm의 작은 점 문신 

또는 일정 좌표를 표시하고 1 cm² 원내에 있는 모발을 

삭모한 후 시험 매 주차 포토트리코그램을 시행하여

모발 수를 측정하였다. 결과의 평가는 시험군 모발 수가 

대조군과 비교 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유효성 변수로 활용하였다.

2.4.2 임상 사진에 의한 연구자의 육안적 평가

인체 사진은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로 앞머리선 45도,

정수리 90도의 두 부위를 매번 동일한 조건, 구도 및

위치에서 촬영하고 시험 시료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사진 평가는 2명의 연구자가 모발 분포도를 매우 좋아짐

+3, 좋아짐 +2, 조금 좋아짐 +1, 변화없음 0, 조금 나빠

짐 –1, 나빠짐 -2, 매우 나빠짐–3으로 7단계의 척도를 

수치화하여 육안 평가하였다. 결과의 평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유효성 평가 변수로 활용하였다.

2.4.3 설문에 의한 피험자의 주관적 평가 

전문 자료와 논문 등을 근거로 ‘모발의 풍성해짐 정도, 

탈모 수 감소, 앞머리선의 개선’ 등 3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매우 좋아짐, 좋아짐, 조금 좋아짐 등의 7단계 

척도를 수치화하여 평가하였다. 결과의 평균은 통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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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효과를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유효성 평가 변수로 활용하였다.

2.5 통계분석

IBM SPSS Statistics ver.28.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한 통계분석법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3. 연구 결과 

3.1 피험자 기본 정보 및 통계값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총 41명의 

연구 대상자는 성별 상 남성은 7명, 여성은 34명이고

연령층은 30대 2명, 40대 24명, 50대 15명이며 이 중 

시험군은 20명, 대조군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시험에

참여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Basic information of research subjects.

No Age G 1) T 2) No Age G 1) T 2)

1 33 F G1 22 48 F G1

2 35 M 3v 23 49 F G1

3 41 F G1 24 49 F G1

4 42 F G1 25 49 F G1

5 43 F G1 26 49 F G1

6 44 F G1 27 50 F G1

7 44 F G1 28 50 F G1

8 45 M M1F1 29 51 F G1

9 45 F G1 30 51 F G1

10 45 M M1F1 31 51 F G1

11 45 F G1 32 51 F G1

12 45 M M1F1 33 52 F G1

13 46 F G1 34 52 F G1

14 46 F G1 35 52 F G1

15 46 M M1F1 36 52 F G1

16 46 F G1 37 53 F G1

17 46 F G1 38 53 F G1

18 47 F G1 39 53 M M3F2

19 47 F G1 40 53 M 5

20 47 F G1 41 53 F G1

21 48 F G1

1) Gender.

2) Type.

본 시험을 위해 선정한 연구 대상자의 기본 정보

통계값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Study subject basic information statistics value.

Recruitment subject 41

Dropout 0

Test 41

Gender M : 7 F : 34

Average age 47

Age distribution

30s 2

40s 24

50s 15

3.2 유효성 평가

3.2.1 포토트리코그램에 의한 모발 수 평가

시험 전, 시험군과 대조군의 피험자 모발 수를 확인한 

결과, 두 그룹 간의  모발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p<0.05)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동질성을 확

인하였고 시험 전 모발 수의 측정값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Hair amount (N/cm²) measured value.

Group
Average ± S. D

p-value
Test Control

B. test 112.60 ± 18.91
108.67 ± 

16.77
0.485 1)

1) By Independent t-test.

측정한 모발 수(N/cm²)를 시험 전과 후로 분류하여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시험군은 시험 전과 비교시 

시험 8주 후 114.90, 시험 16주 후 115.00, 시험 24주 후

115.80으로 시험 전 112.60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01)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대조군은 시험

8주 후 107.00으로 시험 전 108.67과 비교 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p 0.034)으로 감소하였으나, 16주와 

24주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없었다. 그 내용은 Table 5와 같다.

모발 수의 그룹 간 비교 시 시험군과 대조군의 모발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01)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점별 모발 수의 변화량 비교시에도 

8주차에서 시험군 2.30, 대조군 -1.67 (p <0.001), 16

주차에서 시험군 2.40, 대조군 -2.43 (p <0.001), 24주

차에서 시험군 3.20, 대조군 –0.43 (p <0.001)으로 나

타나 시험군과 대조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Table 6과 같다(일시적, 

개인차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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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air amount (N/cm²) statistical result.

Group
Average ± 

S. D
I.R 9)

p-v

(I. g)

p-v

(B. g)

T

1)

B. test 3)
112.60 ± 

18.91 a
-

<0.001 7)

<0.001 8)

8 W.a.t 4)
114.90 ± 

18.85 b
2.14%

16 W.a.t 5) 
115.00 ± 

18.64 b
2.27%

24 W.a.t 6) 
115.80 ± 

18.90 b
2.96%

C

2)

B. test 3)
108.67 ± 

16.77 c
-

0.034 7)

8 W.a.t 4)
107.00 ± 

16.75 d
-1.56%

16 W.a.t 5) 
106.24 ± 

16.43 cd
-2.16%

24 W.a.t 6)
108.24 ± 

16.07 cd
-0.26%

* ab / cd : 그룹 내에서 문자를 공유하지 않는 평균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p<0.05) 차이를 가짐. by LSD test /Bonferroni method.

1) Test (L. mesenteroides).

2) Control.

3) Before test.

4) 8 week after the test.

5) 16 week after the test.

6) 24 week after the test.

7) by Repeated measures ANOVA. 측정 시점을 요인으로 분석.

8) by Repeated measures ANOVA. 시료 사용기간에 따른 변화 양상의 그룹 

간 차이 비교.

9) Improvement rate.

Table 6. Statistical results of variations in the  

amount of hair (N/cm²) per point of time.

Group
Average ± S. D p-value

(B. g)  Test Control

△8 W.a.t

1)
2.30 ± 2.41 -1.67 ± 1.68 <0.001 4)

△16 W.a.t

2)
2.40 ± 2.72 -2.43 ± 4.35 <0.001 5)

△24 W.a.t

3)
3.20 ± 2.97 -0.43 ± 3.17 <0.001 5)

1) 8 week after the test.

2) 16 week after the test.

3) 24 week after the test.

4) By Mann-Whitney U test.

5) By Independent t-test.

주차별 모발 수 측정 결과는 Fig. 2와 같이 시험군의 

24주차에서 상승한 모발 수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

고 개선율은 24주 후의 시험군이 2.96%, 대조군은 –

0.26%로 나타나 그 내용은 Fig. 3과 같다.

Fig. 2. Changes in hair volume (N/cm²) in each week.
* Significant probability within group: *p<0.05, **p<0.01, ***p<0.001.

* Significant probability between group in interaction: #p<0.05, ##p<0.01, 

###p<0.001.

Fig. 3. Average hair amount (N/cm²) improvement rate.

3.2.2 연구자 육안 평가 

임상사진을 통한 모발 분포도를 2명의 연구자가 7

단계 척도의 육안 평가 점수로 나타내고 평가 결과 간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관성 일치도를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문헌을 참고하여 급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분석법의 

신뢰성 기준은 0.8로 정하여 분석한 결과, 0.82로 나타

나 두 연구자의 육안 평가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Correlation congruence assessment 

between the researchers.

Group N I. c. c 1)
p-

value

Consistency b. e 123 0.82 <0.001

1)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급내 상관 계수 ≥ 0.8 : 두 평가자 간 육안 

평가 결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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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별 연구자 육안적 평가 점수를 변화없음의 0점

과 비교 분석한 결과, 시험군은 모든 시점에서 보정된 

유의 수준 (p<0.01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험 24주 후부터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조군은 8주 후 및 16주 후에서 보정된 유의 수준 

(p<0.017)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24주 후에 

(p<0.017)에서 유의하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점별 그룹에서는 시험군과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 (p<0.05)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일시적, 개인차 존재함)

Table 8. Visual evaluation score statistics result.

Group
Average ± 

S. D

p-value

(i. g)

p-value

(B. g)

T

1)

8 W.a.t

3)

0.00 ± 

0.32
1.000 6)

0.023 7)

16 W.a.t

4)

0.00 ± 

0.32
1.000 6)

24 W.a.t

5)

0.05 ± 

0.51
0.655 6)

C

2)

8 W.a.t

3)

0.00 ± 

0.00
1.000 6)

16 W.a.t

4)

-0.10 ± 

0.30
0.157 6)

24 W.a.t

5)

-0.29 ± 

0.46
0.014 6)

1) Test (L. mesenteroides).

2) Control. 

3) 8 week after the test.

4) 16 week after the test.

5) 24 week after the test.

6) 변화없음 ‘0점’과의 비교.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7) By repeated measures ANOVA. 시료 사용 기간에 따른 변화 양상의 그룹 

간 차이 비교.

시점별 육안 평가 점수의 그룹 간 추가 통계 분석한 

결과, 보정된 유의 수준 (p<0.017)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는 Table 9

와 같다. (일시적, 개인차 존재함)

Table 9. Comparison of the visual evaluation 

scores between groups.

Group
Average ± S. D p-value

(B. g)Test Control

8 W.a.t

1)
0.00 ± 0.32 0.00 ± 0.00 1.000 4)

16 Wa.t

2)
0.00 ± 0.32

-0.10 ±

0.30
0.336 4)

24 W.a.t

3)
0.05 ± 0.51 -0.29 ± 0.46 0.039 4)

1) 8 week after the test.

2) 16 week after the test.

3) 24 week after the test.

4) By Mann-whitney u test.

3.2.3 피험자의 주관적 평가

‘A 모발의 풍성해짐, B 탈모 수 감소, C 앞머리선의 

개선’의 3개 항의 설문에 대한 답변을 7단계 척도로 분

류하여 분석한 결과, 대조군의 ‘앞머리선의 개선’에서  

8주 후와 16주 후를 제외한 모든 시점에서 보정된 유

의 수준 (p<0.017)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룹 간 차이의 평가 결과는 ‘모발의 풍성해짐’과 ‘탈모

수 감소’ 에서 시험군이 대조군의 평가점수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났고 ‘앞머리선 개선’에서는 시험군과 

대조군 간의 수치가 0.03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p<0.05)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cores of 

hair improvement subjects.

Group
Average ± 

S. D

p-value

(i. g)

p-value

(B. g)

A.

h.e

1)

T

4)

8 W.a.t

6)

1.15 ± 

0.59
<0.001 9)

0.088 

10)

16 W.a.t

7)

1.15 ± 

0.59
<0.001 9)

24 W.a.t

8)

1.40 ± 

0.75
<0.001 9)

C

5)

8 W.a.t

6)

0.62 ± 

0.67
0.002 9)

16 W.a.t

7)

0.62 ± 

0.74
0.004 9)

24 W.a.t

8)

0.57 ± 

0.60
0.001 9)

B.

h.l.r

2) 

T

4)

8 W.a.t

6)

1.15 ± 

0.59
<0.001 9)

0.302 

10)

16 W.a.t

7)

1.25 ± 

0.64
<0.001 9)

24 W.a.t

8)

1.50 ± 

0.83
<0.001 9)

C

5)

8 W.a.t

6)

0.62 ± 

0.59
<0.001 9)

16 W.a.t

7)

0.62 ± 

0.67
0.002 9)

24 W.a.t

8)

0.71 ± 

0.72
0.001 9)

C.

I.b

3)

T

4)

8 W.a.t

6)

1.05 ± 

0.51
<0.001 9)

0.031 

10)

1.30 ± 

0.86

16 W.a.t

7)
<0.001 9)

1.70 ± 

0.86

24 W.a.t

8)
<0.001 9)

C

5)

8 W.a.t

6)

0.29 ± 

0.56
0.034 9)

16 W.a.t

7)

0.38 ± 

0.67
0.023 9)

24 W.a.t

8)  

0.33 ± 

0.48
0.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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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발의 풍성해짐.

2) 탈모 수 감소.

3) 앞머리선의 개선.

4) Test (L. mesenteroides).

5) Control. 

6) 8 week after the test.

7) 16 week after the test.

8) 24 week after the test.

9) 변화없음 ‘0점’과의 비교.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10) By Repeated measures ANOVA. 시료 사용 기간에 따른 변화 양상의 그룹 

간 차이 비교.

또한 시점 별 피험자 평가점수의 시험군과 대조군 간

추가 통계 분석한 결과, ‘A 모발의 풍성함, B 탈모 수 

감소, C 앞머리선 개선’의 모든 주차에서 보정된 유의 

수준 (p<0.017)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일시적, 개인차 존재함)

Table 11. Results of intergroup statistics by time 

of evaluation of hair Improvement 

subjects.

1) 모발의 풍성해짐.

2) 탈모 수 감소.

3) 앞머리선의 개선.

4) 8 week after the test.

5) 16 week after the test.

6) 24 week after the test.

7) by Mann-whitney u test.

4. 논의 및 결론 

인체의 두피에서 채집한 유산균 Leuconostoc 

mesenteroides를 화장품 원료로 제조한 후 시험군에는

1%, 대조군에는 무배합한 에센스로 탈모 증상 완화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24주간 이중맹검, 

대조시료, 단일기관, 무작위 배정 인체적용시험을 시행

하였다. 이중맹검법에 따라 연구자와 총 41명의 피험자들

에게 연구 종료 시점까지 시료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구자 육안 평가, 피험자 주관평가 및 기기 이용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1. 모발 수에 대한 유효성 평가는 시험군과 대조군의 

모발 수 초기값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두 그룹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 (p<0.05)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토트리코그램을 통한 모

발 수(N/cm²) 측정으로 시험 전후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시험군은 8주 후 114.90, 시험 16주 후 115.00, 

시험 24주 후 115.80으로 시험 전 112.60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01)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대조군은 시험 8주 후 107.00으로 시험 전 108.67과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0.034)으로 감소하

였으나, 16주와 24주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그룹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시험군과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p<0.001)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점별 모발

수의 변화량 비교시에도 8주차에서 시험군 2.30, 대조군

-1.67 (p<0.001), 16주차에서 시험군 2.40, 대조군 

-2.43 (p<0.001), 24주차에서 시험군 3.20, 대조군 –

0.43 (p<0.001)으로 나타나 시험군과 대조군 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자의 육안 평가는 시점별 변화없음을 나타내는

0점과 비교 분석한 결과, 시험군은 모든 시점에서 보정된

유의 수준 (p<0.01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험 24주 후부터 수치 상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에서는 8주 후 및 16주 후

보정된 유의 수준 (p<0.01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24주 후 보정된 유의 수준 

(p<0.017)에서 유의하게 악화된 결과가 나타났다. 그룹

간 차이는 시험군과 대조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p<0.05)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피험자 설문에 의한 주관 평가는 ‘모발의 풍성해짐, 

탈모 수 감소, 앞머리선 개선’의 3개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시점별 피험자 평가 점수를 변화없음을 나타내는 0점과

비교 분석한 결과, 대조군은 ‘앞머리선 개선’에서 8주 

Group
Average ± S. D p-value

(b. g)Test Control

A.

h.e

1)

8 W.a.t

4)
1.15 ± 0.59

0.62 ± 

0.67
0.011 7)

16 W.a.t

5)
1.15 ± 0.59

0.62 ± 

0.74
0.014 7)

24 W.a.t

6)
1.40 ± 0.75

0.57 ± 

0.60
<0.001 7)

B.

h.l.r

2) 

8 W.a.t

4)
1.15 ± 0.59

0.62 ± 

0.59
0.008 7)

16 W.a.t

5)
1.25 ± 0.64

0.62 ± 

0.67
0.005 7)

24 W.a.t

6)
1.50 ± 0.83

0.71 ± 

0.72
0.003 7)

C.

I.b

3)

8 W.a.t

4)
1.05 ± 0.51

0.29 ± 

0.56
<0.001 7)

16 W.a.t

5)
1.30 ± 0.86

0.38 ± 

0.67
<0.001 7)

24 W.a.t

6)
1.70 ± 0.86

0.33 ± 

0.48
<0.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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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와 16주 후를 제외한 모든 시점에서 보정된 유의 수준

(p<0.017)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룹간 

차이는 ‘모발의 풍성해짐과 탈모 수 감소’ 항목에서 시

험군의 평가점수가 대조군의 평가 점수보다 수치 상 더 

높게 나타났고, ‘앞머리선 개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5)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시점별 군간 통계 분석한 결과에서도 3개 항목

의 8주, 16주 및 24주 후 시험군과 대조군 간 모발 수 

변화량이 보정된 유의 수준 (p<0.01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체 유래 유산균 L. mesenteroides

추출물 1%를 함유한 에센스는 24주 동안 사용한 시험

부위에서 시험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p<0.001)의 탈모 증상 완화 효과가 확인되었고 무배

합 에센스로 시험한 대조군과의 비교에서도 유의한 수

준 (p<0.001)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배합량 1% 

이하의 L. mesenteroides 추출물  함유 에센스는 탈모 

증상 완화에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L. mesenteroides 추출물은 기초 선행 연구를 통해 확

인한 안전성을 근거로 1%를 배합한 에센스로 임상시험

을 시행한 것으로써 동일한 제형에서 1% 미만과 초과 

시의 다양한 배합량까지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L. mesenteroides 추출물 1%가 함유

된 에센스의 사용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탈모 

증상 완화에 유효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탈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형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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