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여드름은 의학용어로 심상성 좌창(acne vulgaris)이라 하며 과

거에는 주로 사춘기의 남녀에게 많이 발생하였으나 공기오염, 약

물남용 등으로 근래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하여 여드름이 나

는 연령층이 매우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Cook et al., 1979). 

여드름 발달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은 피지 분비 증가, 모낭 

수, 구관 막힘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모낭 분화, 모세 혈관의 세

균화 및 염증 등으로 있다. 또한 혐기성 세균(Propionibacterium 

acnes)은 여드름 발병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Webster, 

1995). 특히, 여드름은 청소년기의 85%가 경험하고 피부전반에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써 안드로겐 분비는 청소년기 여드름의 주

요 원인으로 호르몬과 외부적 영향에 의해 피지가 모낭 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피부모공이 막힌 경우 피부상재세균들의 증식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 et al., 1998). 여드름

은 모낭피지선의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2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일차적으로 면포를 형성한 후 이차적으로 염증반응을 일으켜 홍반

성 구진, 농포, 낭종, 결절 등을 형성한다(Lee et al., 2013). 여드

름은 병변의 크기, 밀집상태, 염증의 정도에 따라 영구적 손상으

로 오목흉터(pottedscar)나 비대흉터(hypertrophicscar)와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기도 한다(Dai et al., 1992). 여드름흉터는 화농

성여드름의 매우 흔한 합병증으로, 여드름 발생 후 손상 받은 피

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여드름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별에 상관없이 95%에서 어

느 정도의 흉터가 발견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드름은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으므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Lay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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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Spicule has the ability to peel off the skin's surface layer and improve acne. 
Therefore, in this study, we suggest that the microdermabrasion effect of spicule 
cleanser improves pore keratinization of acne skin and inhibits the proliferation of 
skin bacteria (Propionibacterium acnes) to improve acne lesion. Methods: There was 
no history of skin disease or allergy. Currently, 14 people were included in this study. 
Seven men and women were exposed to acne, pustules, pustules and nodules. 
We used the Korean Acne Grading System (KAGS) to evaluate acne and classify 
acne lesions every week.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evaluation to evaluate the 
satisfaction and efficacy of clinical participants. The survey was analyzed using the 
analysis program of IBM SPSS 22.0. Results: The number of cysts, pustules and 
cysts decreased after 3 weeks in all 14 clinicians participating, and the acne grade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7 weeks. In particular, 78.5% of pores, 71.4% of acne 
and 95.7% of acne scars were improved. The longer the study period, the better 
the acne lesion was. Thus, it has been found that the microdermabrasion effect of 
a spicule cleanser improves the pore keratinization of acne skin and inhibits the 
proliferation of skin bacteria (Propionibacterium acnes). Conclusion: As a result of 
KAGS analysis, the longer the treatment period, the better the acne lesion was. The 
spicule cleanser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gender or ag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is effective for all four major diseases of acne: sebum secretion, 
pore keratinization, inflammation reaction, pustule and nodule.

Keywords:  Acne, Cleanser, Korean acne grading system, Spicule, Propionibacterium 
ac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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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4). 염증성 여드름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오용과 남

용은 피부 위축, 구순주위 피부염, 자반증 및 간 손상 등의 부작용

을 일으킬 수 있다(Kim et al., 2003).특히, 이소트레티노인의 약

물요법은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피부상재세균이 증가하는 추세이

고(Eady et al., 1989), 피부발진, 통증, 일시적 우울증의 부작용

이 보고되고 있다(Laquieze et al., 2006). 그리고 여드름 치료방

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박피술, 레이저 등의 기존여드름 흉터 치료

는 표피 손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피부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간

이 길다는 단점이 있고, 지속적인 홍반, 부종, 영구적인 과색소 혹

은 저색소침착, 시술 부위의 감염 등의 부작용도 종종 관찰되며

(Lee et al., 2016a),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환자의 부담이 큰 실정

이다(Lee et al., 2016b). 특히, 여드름 약물치료에 대한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주요 장애물에는 지식부족, 사용에 대한 

혼란,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비용 등이 포함된다. 즉, 복잡한 요

법에 대한 이해 부족,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 바쁜 생활방식 등이 

불량한 약물순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Lott et al., 2010). 결과적

으로 여드름 치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순응도는 

50-60 % (Thiboutot et al., 200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이러한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에는 치료과정을 단순화하고 치료

기술에 대한 개발과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해소, 적극적 교육개

입이 이루어져야 한다(Miyachi et al., 2011). 

또한 여드름은 자존심과 대인관계의 손상 등 심리적 문제를 동

반하는 특징이 있으며(Timms, 2013), 낮은 자존감, 사회적 및 정

서적 불안의 증가로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상당

히 진전되어 있다(Purvis et al., 2006).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드름은 얼굴 안면에 가장 많은 활성이 나

타나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체 이미지, 사회화 및 성에 대한 발달 

문제와 관련되어 우울과 불안이 보고되고 있다(Misery, 2011). 

그러므로 여드름은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확인되고 있고 

여드름 치료 시 심리적 케어도 중요한 부분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여드름 환자의 행동 특징 중 생활 습관으로 세안을 평균 3.1

회로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고(Lee et al., 1998), 

이것은 과도한 피지분비가 피부오염을 일으켜 여드름이 더욱 악화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세안제는 주

로 피지, 먼지, 죽은 각질 및 미생물을 피부에서 제거하기 위한 세

척제 역할을 하며 발전되어 왔다. 그러므로 세안제는 여드름 환자

들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 일

반적으로 피부미용과 여드름개선을 위해 유효성분이 함유된 세안

제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

된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성

이 확보된 천연물질을 이용한 여드름관련 유용물질의 탐색과 개

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자료가 보

고되고 있다(Sohn et al., 2006). 특히 세안은 피부관리의 기초과

정으로 여드름 환자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심리적 불안, 고 비용

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 물리적 시간의 제약과 환경적 제한으로

부터 구속받지 않고 매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여드름 개선을 위한 세안제 개발에 적극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스피큘(spicule)은 해면동물(Spongilla Lacustris), 해초류, 산

호류 무척추 동물 종 Porifera로부터 유래 된 피부 관리를 위한 새

로운 치료제로서 Porifera는 일반적으로 스폰지라고 한다. 스폰

지는 스피큘(spicules)로 알려진 바늘 구조로 구성된 젤리 모양의 

단백질 매트릭스 지지골격에 매달려있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이루

어져 있다. 주로 탄산칼슘 또는 실리카와 콜라겐으로 구성된 스피

큘(spicules)은 Porifera에 속한다(Villani, 2013). 이러한 스피큘

(spicule)은 오래전부터 피부 표피의 표층을 기계적으로 분리하고 

각화세포의 부착을 감소시켜 염증성 피부와 노화 피부의 개선을 

위한 심층 박리(peeling)용 치료제로서 관리 시 이용되어져 왔다.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해초스케일링과 글리콜릭산 필링이 여

드름과 색소침착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해초 스케일링 실험 후 

모공수와 블랙해드 수의 감소 결과를 보고했으며(Kim & Cho, 

2009; Kim & Lee, 2010), 해초필링과 글리콜릭산 필링의 모공

각화증 개선 비교 연구에서 해초필링이 글리콜릭산이나 일반 스

크럽제 보다 각질개선 효과가 뛰어남을 보고하였다(Park et al., 

2018). 또한 피부관리실의 여드름 시술 및 시술법에 대한 인식에

서 여드름 관련 시술 중 해초필링 인지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

한 분석결과 여드름 환자 실험 군에서 해초필링의 시술이름과 시

술방법에 대해 61%이상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드름 치

료 시 해초 필링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관리방법을 일상적인 세안제에 적용한다면 모공각화증이 개

선됨으로써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

진다. 그 이유는 특성상 과도하게 세안하는 경향이 있는 대부분의 

여드름 환자는 세안제에 관심이 많아 이에 따른 천연항생물질을 

포함한 항균비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Ryu, 2015). 

그러나 비누를 포함한 많은 세정제 등이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

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씻는 경우, 피부에 자극을 

주어 여드름을 악화시키고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도 있다(Kim et 

al., 2001). 그리고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한 항균비누에 대한 개

발은 대부분 한약성분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이 대부분이다(Kwon 

et al., 2012). 그 예로 특허출원 제10-2007-0107628의 한약 

추출물 16종을 함유한 기능성 비누 연구에서 여드름 환자 19명

중 15명이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Korean Acne Grading 

System, KAGS)을 이용한 호전도 평가결과 여드름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Jeong et al., 2009). 그러나 여드름 개선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며, 천연물은 화

학합성 물질에 비하여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다고 인식되어

서 최근 이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Lee 

& Son, 2018). 즉, 여드름 균에 대한 항균효과가 우수하고 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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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증상 개선 효과가 뛰어난 천연물질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는 시

점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세안제에 스피큘(spicule)을 첨

가하여 여드름 병변을 개선하기 위한 세안제로 사용했을 때, 스

피큘(spicule)의 미세박피작용에 의한 모공개선 효과와 피부상재

세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의 증식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허출원 10-2017-

0171132의 스피큘세안제를 일정기간 사용한 여드름 환자의 피

부안면 개선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

적 연구방법으로 여드름을 평가하는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

을 이용하였다(Sung et al., 2004). KAGS는 여드름 중증도의 등

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한국인 표준 

사진 및 기준 병변의 범주형 기준을 병행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국

인에서의 적용의 편이성, 명확성, 객관성을 모색하였고 치료 효과 

판정에 활용 가능토록 만들어졌다(Ko et al., 2009). 현재까지 보

고된 여드름의 중증도 평가시스템은 크게 나누어 볼 때 표준사진

을 이용한 방법과 실제 환자의 병변을 계수하는 병변계수 방법 및 

기술된 기준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포괄적 평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Lucky et al., 1996). 이러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임상 전 

각 임상자들의 피부상태를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여

드름 등급의 기준을 준수하여 현재 여드름 등급을 확인하였고, 이

후 스피큘세안제 사용 후 피부변화를 주단위로 사진 촬영하여 여

드름 등급의 기준이 되는 구진, 농포, 결절, 반흔 등의 계수와 크

기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주차마다 등급 변화 정도를 객관적 자료

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피험자 호전도 설문 평가를 종합한 유효성 평가에서 각질, 

피지, 모공, 여드름 계수 등에서 가장 우선하여 개선된 것이 무엇

이고, 개선되었다면 몇 주차부터 임상적으로 나타났는지 설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드름 피부 개선의 순서는 어떠

한 순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임상자들의 주관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스피큘세안제의 안면여드름 개선 

결과를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을 이용하여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고, 피험자의 설문평가를 통해 피부개선 정도와 만족도를 

확인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Methods

1. 시료제조 및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스피큘세안제는 특허출원10-2017-

0171132 스피큘(spicule)을 함유하는 세안제 조성물에 의거하여 

폼크렌징 형태로 (주)메디치코리아에서 멸균, 조제하여 안정화 검

사를 실시하여 사용하였다. 임상세안제의 스피큘(spicule)은 3%

의 함량으로 조성되었다. 본 임상연구는 IRB DKU 2019-08-

006-002 심의 후 진행됐으며, 피부질환 및 알러지에 대한 병력

이 없으며, 현재 면포성 여드름과 구진, 농포, 결절 등 여드름에 

노출되어 있는 남녀 각각 7명으로 총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

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1) 만14-43세로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을 기준으로 1-6 

단계에 해당하는 여드름을 가지고 있는 자  

(2) 임상시험 기간 동안 여드름 치료 및 그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을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한 자(예: benzoyl peroxide, salicylic 

acid, retinol)

(3) 본 임상 실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자

(4) 최근 1개월 이내에 경구여드름 치료제를 복용하였거나 국소

용 도포제 사용, 레이저 또는 화학적 박피 시술을 받지 않은 자

2. 연구절차

1) 연구개요

연구 대상자 중 포인트 메이크업(눈, 입술화장)을 한 경우 리무

버를 이용하여 닦아내게 하였고, 그 외에는 이중세안 없이 제공된 스

피큘세안제를 매일 저녁 사용하게 하였다. 사용방법은 제공된 세안

제 1-2 g을 덜어내어 충분히 물에 적시고 안면 부위에 3 min 이상, 5 

min 이하로 마사지하듯이 골고루 문지르게 하였고 특히 여드름 병변

이 심한 부위(구진, 농포, 결절 등이 2-3등급 이상인 곳)는 좀 더 세

심하게 1 min이상 문지르게 한 후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드름용 화

장품의 사용은 제한하였고, 세안 후 최소 보습제(베이비로션, 알로에

젤)등 만 사용하게 하였다. 피부 관찰은 1주일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최소 12주간 실시하였다. 

2) 유효성 평가척도

(1) 1차 효과 평가 척도

2004에 개발된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은 통일된 규격으로 촬

영된 피험자의 얼굴사진(standard photo set, front and oblique views)

을 사용하여 여드름의 염증성 병변을 1-6의 등급으로 나눈 평가시스

템이다. 1-3등급은 구진을 기준 병변으로 하여 경증에서 중등증 여드

름을 포함하였으며 4-6등급은 결절을 기준으로 하여 중등증에서 중증 

여드름의 기준으로 하였다. 결절은 지름 5 mm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개수한 척도이다. 본 임상에서는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을 기준

으로 피험자의 피부를 매주 촬영하여 호전정도 변화를 평가하였다.

(2) 2차 효과 평가 척도

피험자 호전도 설문 평가를 9문항으로 구성하였고 9문항 중 선택적

으로 하부설문을 구성하여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내용은 피험자가 체감하는 피지개선정도, 모공개선정도, 여

드름개선정도, 흉터 개선 정도 등과 피지개선이 되었다면 몇 주부터였

는지, 모공개선이 되었다면 몇 주부터였는지 등 효과 평가를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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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기 위하여 하부 설문항을 두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호전도 설문평가는 SPSS 22.0 (IBM, USA)의 분석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와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스

피큘세안제 사용 전•후의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유의수준은 0.05

이다.

Results 

1. 1차 효과 평가척도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은 표준사진을 이용한 방법과 실

제 환자의 병변을 계수하는 병변계수 방법 및 기술된 기준을 이용

하여 분류하는 포괄적 평가방법이다. 중증도의 기준이 되는 병변

은 사진 상 인지가능성, 계수시의 정확성 및 재현성, 치료 반응성, 

반흔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염증성 병변을 대표하는 구진 및 

결절을 중심으로 하였고 그 외 진행성 반흔과 누(sinus tract)를 

중증여드름의 병변으로 간주하였다(Table 1). 아래에는 한국인 여

드름 중증도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험자의 피부를 매주 촬영하여 

호전 정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Figure 1의 피험자는 만 17세로 13세 이후부터 시작된 여드름

으로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에서 염증성 병변을 대표하는 

구진과 결절을 가지고 있고, 가장 심한 여드름의 임상양상으로 난

치성과 반흔으로 진행되는 누(sinus tract)의 그 계수가 6등급에 

Figure 1. Clinical weekly differential skin rating changes (CASE 1).
Prior to  treatment acne severity rating  was classified as grade 6 
according to the Korean Acne Rating System. Acne had improved 
steadily  starting at 5 weeks, reaching grade 4 at 9 weeks and 
grade 3 at 12 weeks.

Figure 2. Clinical weekly differential skin rating changes (CASE 2).
Prior to  treatment acne severity rating  was classified as grade 
4 according to the Korean Acne Rating System. The number 
of papules started decreasing at 3 weeks. A temporary skin 
complication after 9 weeks was observed, but it returned to 
normal  at week 12.

Table1. KAGS 

KAGS-1 KAGS-2 KAGS-3 KAGS-4

Grade1 Papules1≤0 Papules1≤0 Papules1≤0 Papules≤10

Grade2 Papules 11-30 Papules 11-30 Papules 11-20 Papules 11-20

Grade3 Papules≥31, nodules≤5 Papules≥31, Nodules≤10 Papules≥21, Nodules≤5 Papules≥21, Nodules≤10

Grade4 Nodules 6-10, 
±mild ongoing scars

Nodules 11-20, 
±mild ongoing scars

Nodules 6-10, 
±mild ongoing scars

Nodules11-20, 
±mild ongoing scars

Grade5 Nodules 11-30, 
mild ongoing scars

Nodules 21-30, 
mild ongoing scars

Nodules 11-30, 
mild ongoing scars

Nodules 21-30, 
mild ongoing scars

Grade6
Nodules≥31, 
±severs ongoing scars, 
±sinus tracts

Nodules≥31, 
±severs ongoing scars, 
±sinus tracts

Nodules≥31, 
±severs ongoing scars, 
±sinus tracts

Nodules≥31, 
±severs ongoing scars, 
±sinus tracts

KAGS, Korean acne grading system.



401

3%스피큘을 함유한 세안제의 피부안면 여드름 개선효과

http://www.e-ajbc.org

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 주차 5주후부터 구진, 결절의 계수와 

크기가 감소하고, 9주후에는 여드름4등급으로 12주후에는 구진과 

결절, 반흔이 구진 30개 이하 결절 5개 계수가 가능한 여드름 3등

급으로 병증이 개선되었다. 

Figure 2의 피험자는 현재 만 26세로 24세부터 시작된 성인여

드름의 형태로서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에서 구진이 31개 

이상 결절 10개 이하로 4등급에 해당하며, 실험주차 3주부터 구

진의 계수가 줄어들고 9주부터는 일시적 트러블 피부처럼 보이다

가 12주에 일반피부로 개선되었다. 

Figure 3의 피험자는 만 18세이며 12세 이후부터 시작된 호르

몬 영향에 의한 여드름으로서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에서 

염증성 병변을 대표하는 구진 및 결절, 진행성 반흔과 누(Sinus 

tract) 를 계수할 수 있는 6등급에 속한다(Figure 3). 6등급의 중

증도 여드름 피부의 경우 심각한 영구 반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재발가능성이 높지만 실험주차 5주후부터 구진 계수가 줄어들고 

9주부터는 결절과 반흔의 계수가 줄어들었다. 12주에는 결절, 반

흔, 누(sinus tract)가 현저하게 개선되어 현재 피부는 3등급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Figure 4의 피험자는 현재 만 17세이며 각질각화로 인한 면포

성 여드름으로 시작되어 구진과 농포가 생성되는 피부단계이다.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에서 구진의 계수가 11-30개 이하

인 2등급에 해당하며, 7주후부터 뚜렷하게 여드름이 개선되어 9

주부터 일반피부로 개선되었다.

Figure 5의 피험자는 현재 만 43세이며 사춘기부터 시작된 여

드름으로서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에서 염증성 병변을 대

표하는 구진 및 결절, 진행성 반흔과 누(sinus tract)를 계수할 

수 있는 6등급에 속한다. 특히 청소년시기에 시작된 여드름으

로 인해 반흔과 누(sinus tract)가 고착화되어 있고 민감한 피부

상태를 동반하고 있다. 3주 실험주차에는 구진의 숫자가 줄어

들고 5주후부터 현저하게 피부가 변화하여 여드름의 크기도 작

아졌다. 7주 이후에는 특히 오목흉터(pottedscar)와 비대흉터

(hypertrophicscar)가 줄어들어 12주에는 모공의 크기와 구진, 

결절 등의 계수가 3등급 이하의 피부로 개선되었다.

2. 2차 효과평가 척도

피험자의 사용감과 호전도, 만족도 등을 설문 평가하였고, 주차

별 개선 항목과 여드름개선 효과에서 다중반응을 분석하였다.

1) 스피큘세안제 사용감

스피큘세안제 사용감에 대한 설문평가에서 각질개선효과에 대

해 12명인 85.5%가 매우 긍정적인 답변으로 만족도가 높은 결과

로 나타났으며, 특히 피지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100%가  '그렇다'

로 답변하여 여드름의 발생요인 인자인 피지분비상태에 임상세안

제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또한 모공

개선효과에서는 78.5%가, 여드름개선효과에서는 71.4%가 개선

되었다고 하였고 특히, 4명이 여드름 개선효과에 대해 '매우 그렇

다'로 답변해 피지개선과 모공개선의 효과가 여드름의 개선 효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드름 흉터에 

대해 95.7%가 개선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스피큘세안제

가 여드름 흉터치료 시 심부박피나 레이저 치료에 대한 비용부담

을 해소해주고 좀 더 안전하게 흉터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

된다.

2) 스피큘세안제 효능

효능감은 스피큘세안제 사용 후 여드름 피부의 병변이 개선되

는 실제 시점에 대해 파악하고자 구체적인 개선의 시기를 주차별

로 설문하였다. 그 결과 피지개선 효과는 3주부터 뚜렷하게 나타

나 92.9%가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모공개선 효과는 2주부터 나

Figure 3. Clinical weekly differential skin rating changes (CASE 3).
Prior to  treatment acne severity rating  was classified as grade 
3 according to the Korean Acne Rating System. The number of 
nodules and scars were decreased  9 weeks after the experiment. 
After  12 weeks, there was a marked improvement in the nodules, 
scars, and sinus.

Figure 4. Clinical weekly differential skin rating changes (CASE 4).
Prior to  treatment acne severity rating  was classified as grade 
2 according to the Korean Acne Rating System. The acne quickly 
were improved to normal skin after 7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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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3). 그리고 여드름개선효과에 대

해 78.6%가 3주부터 개선되었다고 답변을 하였고, 여드름 흉터

개선은 3주부터 92.9%가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교차분석결

과 피부 모공 개선 효과 정도에 따라 몇 주부터 개선이 되었는지

는 서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sher의 정확검정=1.947, 

p=0.697, p>0.05). 결론적으로 모공개선, 여드름개선, 흉터개

선은 모든 임상자가 거의 3-5주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Figure 7). 12주차에서는 모든 임상자가 구진의 숫자가 크게 감소

하여 여드름등급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은 구진과 결절로 여드름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 피험자(Figure 1)은 6등급nodules≥31이 3주차부터 등급이 급

격하게 개선되어 nodules≤10의 3등급으로 개선되었다. 피험자

(Figure 2)은 nodules≤10의 3등급이었으나 임상 마지막12주에

는 일반 피부로 개선되었다(Figure 7). 이와 같은 임상 결과는 스

피큘세안제가 성별, 나이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상 주차가 길어질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여드름 등급이 크

게 호전되었다. 또한 여드름의 구체적 개선항목에 대한 다중반응

에서 여드름의 숫자와 농포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ure 8).

3) 스피큘세안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스피큘세안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임상 12주후 현재 피

부상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78.6%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Table 4), 현재 피부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100%가 긍정적인 것

Figure 5. Clinical weekly differential skin rating changes (CASE 5). 
Prior to  treatment acne severity rating  was classified as grade 
3 according to the Korean Acne Rating System. After 7 weeks, 
the pottedscar and hypertrophicscar were reduced and after  12 
weeks, the size of pores, papules, and nodules were improved.

Figure 6. Weekly efficacy analysis. 
Multiple responses to clinical outcomes indicate improve pores 
improvement and improvement in sebum in two weeks. Acne and 
acne scars improved after 3 weeks and the severity of the acne 
lesions was significantly lower.

Figure 7. Weekly change in the grade of acne of clinical 
participants.
As the clinical duration has increased, experiment progressedacne 
grades in five clinicalians participants have improved their acne 
grades. In particular, the skin in Case 2 and Case 4 recovered to 
normal skin at the end of the study.

Figure 8. Response analysis to specific improvement items for 
acne.
Out of the 14 clinical participants, 13 reported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acne, 12 participants reported a reduction in the  acne 
pust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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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스피큘세안제를 계속 사용 할 의향과 구매력에 대

한 조사에서는 84.7%와 78.6%로 답변하여 세안제의 여드름개선

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었다.

Discussion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한 외용제는 국소적으로 도포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전신적 투여 

약물에 비해 전신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오히려 피부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매우 높

다(White, 1998). 그러므로 국소 항생제 치료 반응 및 처방 패턴

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항생제 저항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는 항생제의 현명한 사용과 병용 요법을 고려해야 하

는 한계가 있다(Adawiyah et al., 2010). 한편, 여드름 환자의 삶

의 질 연구에서 여드름 치료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조사결

과 여드름 환자 중 33.5%의 환자가 10만 원 이하의 값을 선택하

여 여드름 치료 시 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법 개발 필요

성을 보고하였다(Lee et al., 2006). 이는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

한 화학적 방법, 물리적 방법, 레이저 치료 등은 상당한 경제적 비

용이 필요하므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여드름 환자들에게는 치료

방법에 대한 고민보다 치료비용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크다는 것

Table 2. Evaluation of feeling questionnaire 

Question Answer
After use

Respondent %

Can you feel the exfoliation effect after using spicule cleansing?

Not very good  0 0.0

Not good  0 0.0

Average  7 50.0

Good  5 35.7

Very good  2 14.3

Total 14 100.0

Can you feel the effect of improving sebum after using spicule cleansing?

Not very good  0 0.0

Not good  0 0.0

Average  0 0.0

Good 14 100.0

Very good  0 0.0

Total 14 100.0

Can you feel the pore improvement effect after using spicule cleansing?

Not very good  0 0.0

Not good  0 0.0

Average  3 21.4

Good 10 71.4

Very good  1 7.1

Total 14 100.0

Can you feel the acne improvement after using spicule cleansing?

Not very good  0 0.0

Not good  0 0.0

Average  0 0.0

Good 10 71.4

Very good  4 28.6

Total 14 100.0

Can you feel acne scar improvement after using spicule cleansing?

Not very good  0 0.0

Not good  0 0.0

Average  2 14.3

Good  11 78.6

Very good   1 7.1

Total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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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존치료의 한계인 부작용과 과도한 경

제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는 반면 효과적으로 여드름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방법에 대한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스피큘세안제를 여드름 피부에 적

용하여 약물부작용에 대한 염려, 비용부담에 대한 걱정 등으로부

터 자유로우며, 과도하게 세안하는 여드름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

을 해소시키고, 세안 시 충분히 문지르는 동안 물리적 자극에 의해 

침상구조가 피부 속에 깊이 박힐 수 있게 되어 스피큘의 특징이 잘 

발현되는 장점을 극대화 하였다.

또한 KAGS의 표준사진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세밀한 등급판정

과 스피큘세안제 사용 후 여드름 병변의 등급변화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환자 만족도 분석과 효능감 등

으로 주관적 치료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피큘세안제 사용 후 3주후부터(Table 3) 홍반성 구

진, 농포, 낭종, 결절의 계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7주후부터 여

드름 등급이 상당히 빠르게 호전되었다. 또한 연구주차가 길어질

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여드름 등급이 호전되어 스피큘세안제가 여

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만족도 역시 

모든 피험자들이 3주부터 여드름 호전에 만족도를 보였고, 연구 

종료시점에서는 만족도가 상승하여 연구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보

였다. 그러므로 스피큘세안제는 여드름의 4가지 주된 병인인 피지

분비, 모공 각화로 인한 면포 형성, 염증 반응으로 인한 농포, 결절

에 모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안제로서 여드름 치료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될 만큼 유용한 개선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종래의 약물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에는 성별이나 연령, 여드

름의 중증도에 따라 다소 상이한 치료 결과들의 나타났지만, 스피

큘세안제는 성별이나 연령이 변수로 작용하여 여드름 등급의 호전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호전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여드름의 등급

과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실험기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이후 

실험기간 연장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 치료 종료 후 재발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보완적 연구를 통해 스피큘세안제의 여드름 치

Table 3. Evaluation of efficacy questionnaire

Question Answer
After use

Respondent %

At what point in the clinical period do you feel the effect of sebum improvement?

After 2 weeks  0 0.0

3 weeks to 5 weeks  7 50.0

5 weeks to 7 weeks  6 42.9

7 weeks to 9 weeks  1 7.1

9 weeks to 12 weeks  0 0.0

Total 14 100.0

At what point in the clinical period do you feel the effect of pore improvement?

After 2 weeks  5 38.5

3 weeks to 5 weeks  5 38.5

5 weeks to 7 weeks  3 23.1

7 weeks to 9 weeks  0 0.0

9 weeks to 12 weeks  0 0.0

Total 14 100.0

At what point in the clinical period do you feel the effects of acne improvement?

After 2 weeks  0 0.0

3 weeks to 5 weeks 11 78.6

5 weeks to 7 weeks  3 21.4

7 weeks to 9 weeks  0 0.0

9 weeks to 12 weeks  0 0.0

Total 14 100.0

At some point in the clinical period do you feel the effects of acne scar 
improvement?

After 2 weeks  1 7.1

3 weeks to 5 weeks  7 50.0

5 weeks to 7 weeks  6 42.9

7 weeks to 9 weeks  0 0.0

9 weeks to 12 weeks  0 0.0

Total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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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효율성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연구를 계기로 향후 국내 여드름환자의 역학 및 여드름의 중

증도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다양한 천연물질들을 이용한 치료

법들 사이의 치료 효과나 안정성 평가, 치료 후 재발률 비교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KAGS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대한다. 

Conclusion

지금까지 천연바이오 물질인 스피큘을 함유한 세안제의 치료효

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KAGS의 분석을 통한 여드름 호전도와 만

족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피큘세안제 사용 후 3주후부터 

홍반성 구진, 농포, 낭종, 결절의 계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7주

후부터 여드름 등급이 상당히 빠르게 호전되어 연구주차가 길어질

수록 스피큘세안제가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만족도 역시 모든 피험자들이 3주부터 여드름 호전에 

만족도를 보였고, 연구 종료시점에서는 만족도가 상승하여 연구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스피큘세안

제는 세안 시 충분히 문지르는 동안 스피큘의 침상구조가 피부 속 

깊이 침습하여 스피큘의 특징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므로 세안제로

서의 장점이 극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스피큘 세

Table 4. Satisfaction questionnaire evaluation

Question Answer
After use

Respondent %

How satisfied are you with spicule cleansing?

Not very good 0 0.0

Not good 0 0.0

Average 3 21.4

Good 9 64.3

Very good 2 14.3

Total 14 100

Are you satisfied with your current skin condition after the clinic?

Not very good 0 0.0

Not good 0 0.0

Average 3 21.4

Good 7 50.0

Very good 4 28.6

Total 14 100

Do you want to continue to use spicule cleansing?

Not very good 0 0.0

Not good 0 0.0

Average 2 15.4

Good 5 38.5

Very good 6 46.2

Total 14 100

What are the reactions of the people around you (family, friends) about the skin 
condition after the clinical examination?

Not very good 0 0.0

Not good 0 0.0

Average 0 0.0

Good 10 71.4

Very good 4 28.6

Total 14 100

Is there a desire to purchase a spicule cleansing clinic product?

Not very good 0 0.0

Not good 0 0.0

Average 3 21.4

Good 7 50.0

Very good 4 28.6

Total 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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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가 여드름 환자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여드름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를 계

기로 향후 다양한 천연물질들을 이용한 여드름치료법연구와 치료 

효과나 안정성 평가, 치료 후 재발률 비교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서 KAGS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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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3%스피큘을 함유한 세안제의 피부안면 여드름 개선효과

이창하1*, 최배석2 
1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경기도 용인시, 한국 
2단국대학교 정책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충청남도 천안시, 한국

목적: 스피큘은 피부표층을 박리하여 여드름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스피큘세안제의 미세박피효과로 여드름 피

부의 모공각화증을 개선하고, 피부상재세균(Propionibacterium acnes)의 증식을 억제하여 여드름 병변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제시

하고자 한다. 방법: 피부질환 및 알러지에 대한 병력이 없으며, 현재 면포성 여드름과 구진, 농포, 결절 등 여드름에 노출되어 있는 

남녀 각각 7명으로 총 14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여드름을 평가하는 한국인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Korean Acne Grading System, 

KAGS)의 등급분류법을 이용하여 매주 여드름병변등급의 변화를 관찰한 임상연구와 스피큘세안제를 사용 후 임상자의 만족도와 

효능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평가는 SPSS 22.0의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참여한 14 명의 피험

자 모두 3주후 낭포, 농포, 낭종 및 결절의 수가 줄어들고 7주후에는 여드름 등급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피지 개선의 경우 100%

가 "예"로 평가되었고, 모공의 78.5%, 여드름의 71.4%, 여드름흉터 95.7%가 개선을 보였다. 연구결과 연구 기간이 길수록 여드름 

병변이 개선되어 여드름 등급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스피큘세안제가 미세박피효과로 여드름 피부의 모공각

화증을 개선하고, 피부상재세균(Propionibacterium acnes)의 증식을 억제하여 여드름 병변 개선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 

KAGS 분석의 결과 치료 기간이 길수록 여드름 병변이 크게 개선되었고 스피큘세안제는 성별이나 나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또한, 여드름의 4가지 주요 질환(피지 분비, 모공 각화, 염증 반응, 농포 및 결절)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심어: 여드름, 클렌저, 한국 여드름 등급 시스템, 스피큘, 피부상재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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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3％骨针洗面奶的改善面部痤疮作用 
 
李昌夏1*，崔培錫2 
1檀国大学文化艺术学科，京畿道龙仁市，韩国 
2檀国大学政策大学院文化艺术学科，忠淸南道天安市，韩国

目的: 通过针刺剥离皮肤表面具有改善痤疮的作用，在本研究中，针刺的微晶磨皮作用改善了痤疮皮肤的毛孔
角化并抑制痤疮丙酸杆菌的增殖以改善痤疮病变。针刺能够剥离皮肤表层并改善粉刺。因此，在这项研究中，
我们认为针刺的微晶磨皮作用可改善痤疮皮肤的毛孔角化，并抑制皮肤细菌（痤疮丙酸杆菌）的增殖，从而改
善痤疮病变。方法: 该研究包括14人男女各七名。研究对象以前没有皮肤病或过敏史但具有痤疮，脓疱，脓疱
和结节。利用韩国痤疮评估系统（KAGS）来评估痤疮并每周对痤疮病变进行分类；并对使用针刺剥离之后，
进行了问卷评估，以评估临床参与者的满意度和疗效。使用SPSS 22.0的分析程序对调查进行了分析。结果: 14
名研究对象在3周后囊肿，脓疱和囊肿的数量减少，7周后痤疮等级显着改善。特别是，毛孔 （78.5％），痤疮
（71.4％）和痤疮疤痕（95.7）得到改善。研究期越长，痤疮病变越好。结果发现，spiculse清洁剂可通过改
善痤疮皮肤的毛孔角化病和微晶换肤术，抑制痤疮丙酸杆菌的增殖，有效改善痤疮病变。结论: 治疗持续时间越
长，痤疮病变越好，刺激治疗对性别或年龄没有显着影响。还发现它对四种主要的痤疮疾病（皮脂分泌，毛孔
角化，炎症反应，脓疱和结节）有效。

关键词: 痤疮，洁面乳，韩国痤疮分级系统，骨针，皮肤真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