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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본 논문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칫솔의 칫솔모 끝의 형태

를 현미경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형태의 칫솔모 비율과 칫솔모의 길이

와 배열형태, 칫솔의 길이, 칫솔 두부의 길이를 측정하고 칫솔모의 강도,

칫솔의 가격을 조사하여 어린이에게 적합한 칫솔모 형태를 찾기 위해 시

행하였다.

서울 시내 대형할인마트, 중소할인마트, 치과병원의 구강위생용품점에

서 판매중인 53종류의 어린이용 칫솔을 대상으로 하였다. 칫솔모 끝의

형태는 치태를 제거하기 용이하고 치은에 손상을 덜 주는 둥근 곡선형태

의 칫솔모는 Acceptance로, 사각형이나 각지고 날카로운 칫솔모는

Non-acceptance로 분류하였다.

칫솔모의 길이가 3가지 이상 되는 multi-level 칫솔은 전체의 28.8%이

었고, 칫솔모 끝의 형태가 Acceptance인 비율은 45.6 ± 26.3%이었다. 칫

솔모의 강도가 Soft인 것은 전체의 53.8%였고, Extrasoft인 것은 전체의

13.5%였다.

주요어 : 어린이용 칫솔, 칫솔모, 칫솔모 형태, 광학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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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칫솔은 아직까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치태를

제거,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1).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칫솔이 시판되고 있으며 이들 칫솔들은 형태, 디자인이 모두 다를 뿐 아

니라 치태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칫솔모의 종류, 길이, 강도, 칫솔모 끝

의 형태들도 매우 다양하다2).

어떠한 칫솔이 좋은 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일반적으

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구강조직에 손상

을 주지 않는 칫솔이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칫솔이라고 할 수 있다3).

Bergenholtz 등은 부드러운 칫솔모를 가진 칫솔이 치태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칫솔모의 끝이 둥근 형태인 것이 치은을 보호할 수 있

다고 하였다4). Adriaens와 Park 등도 칫솔모가 부드럽고 그 끝이 둥근

형태인 것이 치태제거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5-6). 한 등도 이상적인

칫솔모 끝의 형태는 둥글거나, 반구형인 것이라고 하였다7).

Shory 등은 칫솔모의 길이가 모두 동일한 평면 형태의 칫솔보다 칫솔

모의 길이가 다양한 곡선 형태의 칫솔이 치은의 건강과 치간면의 치태제

거에 더 효과적이라 하였고8), Wasserman은 5열의 칫솔모 중 3열째의

칫솔모가 거의 없고 나머지 열이 바깥으로 경사진 칫솔을 사용한 경우

하악구치부와 상하악전치부에서 치태제거효과가 우수하였다고 보고하였

다9). 채 등도 칫솔모의 길이가 다양한 요철형태(체스형)를 부여한 칫솔

모가 치주낭 감소 및 치태제거 능력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1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칫솔모 끝의 형태, 칫솔모의 길이, 강도는 치태

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칫솔모

끝의 형태는 구강조직의 손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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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칫솔질이 아직 미숙한 어린이의 경우 치태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쉽지

않고 치은에 손상을 주기 쉬우므로 올바른 칫솔의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11-13). 본 논문은 시중에 나온 어린이용 칫솔들의 칫솔모

끝의 형태를 현미경적으로 분석하고, 칫솔모의 길이와 강도, 칫솔의 길

이, 가격, 판매처를 조사하여 어떠한 어린이용 칫솔이 우수한지 그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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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 시내 대형할인마트 2곳(롯데마트, 이마트)과 중소할인마트 1곳(대

학로 럭키마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구강위생용품점 1곳에서 2012년

9월 판매중인 모든 어린이용 칫솔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편의점

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용 칫솔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용 칫솔들은 모두 위 4곳에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2. 연구 방법

칫솔 두부에서 칫솔모가 위치하는 부위에 따라 5개 구역(3개의 중심구

역과 2개의 변연구역)으로 나누어 광학현미경(YTSCOPE-500XSNAP;

YATO)으로 칫솔모 끝의 형태를 관찰하였다14). 우선 칫솔모의 기저부를

네임팬으로 마킹하여 칫솔모의 끝과 혼동이 없도록 한 후, 수술용 블레

이드를 이용하여 각 구역별로 칫솔모의 기저부를 절단하였다. 다음으로

구역별로 최소 10개 이상의 칫솔모를 택하여 그 끝의 형태를 광학현미경

으로 관찰한 후, 칫솔모의 끝이 둥근 곡선형태인 것은 Acceptance로, 사

각형이나 각지고 날카로운 것은 Non-acceptance로 분류하였다. 미세모

칫솔의 경우 미세모의 특성상 칫솔모의 끝이 날카로운 형태를 보이므로

Acceptance/Non-acceptance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미세모와 보통모를

함께 가진 2-level 칫솔의 경우 전통적으로 보통모가 사각형 형태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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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보통모도 둥근 곡선 형태로 제조되는 미세모 칫솔들이 있어 이

러한 경우 보통모의 경우에 한해 Acceptance ratio를 계산하였다.

칫솔모의 길이는 칫솔모의 기저부에서부터 칫솔모의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칫솔에 몇 가지 종류의 길이를 가진 칫솔모가 있는지에 따

라 1-level, 2-level, multi-level로 분류하였다. 칫솔모의 강도는 포장에

명기된 정보를 참고하여 Soft, Extrasoft, Babysoft로 분류하였고,

Supersoft와 X-soft는 Extrasoft에 포함시켰다. 칫솔의 길이는 칫솔의 두

부 끝에서부터 손잡이 끝까지의 길이로 측정하였다.

칫솔의 상품명, 사용연령대, 제조사는 포장에 명기된 정보를 참고하였

다. 칫솔의 구입처는 칫솔을 구입한 곳에 따라 치과병원, 대형할인마트,

중소할인마트로 분류하였고, 칫솔의 가격은 낱개가 아닌 묶음으로 판매

되는 경우 그 평균가격을 표기하였다.

3. 연구 항목

1) 칫솔모 끝의 형태 분석

칫솔모의 끝이 둥근 곡선형태인 것은 Acceptance로, 사각형이나 각지

고 날카로운 것은 Non-acceptance로 분류하였다(Fig. 1). 각각의 칫솔마

다 Acceptance ratio를 계산하였다.

2) 칫솔모의 길이

칫솔모의 기저부에서부터 칫솔모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3) 칫솔모의 강도

포장에 명기된 정보를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 칫솔모의 강도는

Soft, Extrasoft, Babysoft로 분류하였고, Supersoft와 X-soft는 Extra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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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Non-acceptance

Fig. 1. 칫솔모 끝 형태의 Acceptance와 Non-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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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시켰다.

4) 칫솔의 길이, 칫솔 두부(head)의 길이

칫솔의 길이는 칫솔의 두부 끝에서부터 손잡이 끝까지의 길이로 측정

하였다.

5) 칫솔의 가격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대개 낱개가 아닌 묶음으로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전체 가격에서 묶음에 포함된 칫솔의 개수로 나눈 평균가격을 표기

하였다. “2+1” 행사를 하는 경우는 묶음에 칫솔 2개가 포함된 것으로 간

주하여 계산하였다.

6) 칫솔의 상품명, 사용연령대, 제조사, 구입처

상품명, 사용연령대, 제조사는 포장에 명기된 정보를 참고하였다. 구입

처는 해당 칫솔을 구입한 곳에 따라 치과병원, 대형할인마트, 중소할인마

트로 분류하였다.

4. 통계

각 군에서 측정된 값들은 SPSS (19.0 version, IBM, Washington DC,

USA)를 이용하여 경우에 따라 Independent samples T-test 혹은 One-

way ANOVA를 시행하였고 95% 신뢰구간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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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성적

1. 칫솔의 상품명, 사용연령대, 제조사, 가격, 구입처

53개의 어린이용 칫솔에 대하여 칫솔의 상품명, 사용연령대, 제조사,

가격, 구입처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Table 1, 2). 어린이용 칫솔 중

86.5%의 제품이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고, 칫솔의 평균 가격은

2294.19 ± 827.33원이었다.

2. 칫솔모 끝의 형태 분석

미세모만 있는 어린이용 칫솔이나 미세모와 사각형의 보통모로 되어있

는 어린이용 칫솔을 제외한 40개의 어린이용 칫솔에 대하여 칫솔모 끝의

형태를 분석하여 Acceptance ratio를 계산하였다(Table 3). Acceptance

ratio의 평균값은 45.6 ± 26.3%이었다. 가장 높은 Acceptance ratio를 보

이는 칫솔은 “Oral-B Stage 3”로 88.7%이었고, 가장 낮은 Acceptance

ratio를 보이는 칫솔은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치아사랑 칫솔 3단

계”로 2%였다. 미세모 칫솔의 경우 미세모만 있는 경우는 “미세모”로,

미세모와 사각형의 보통모가 있는 경우는 “미세모 + 사각보통모”로 표기

하였다. 미세모가 있는 어린이용 칫솔은 17가지로 전체의 32.1%였다

(Table 3).

3. 칫솔모의 길이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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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모의 길이는 가장 짧은 것이 6mm, 가장 긴 것이 12mm로 평균길

이는 9.49 ± 1.63mm이었다. 칫솔모의 길이가 모두 같은 편평한 칫솔, 즉

1-level은 전체의 48.1%였고, 2-level은 전체의 22.6%, 칫솔모의 길이가

3가지 이상 되는 multi-level 칫솔은 전체의 28.8%이었다(Table 4). 칫솔

모의 강도가 Soft인 것은 전체의 53.8%였고, Extrasoft인 것은 전체의

13.5%, Babysoft인 것은 1가지로 전체의 1.9%였다. 나머지 30.8%는 포

장에 칫솔모의 강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Table 4).

4. 칫솔의 길이, 칫솔 두부의 길이

어린이용 칫솔 길이의 평균은 15.68 ± 1.29cm이었고, 칫솔 두부 길이

의 평균은 2.25 ± 0.25cm이었다(Table 5).

5. 기타(장난감이 있는 칫솔, 외국산 칫솔, PB 상품)

어린이용 칫솔 중 장난감이 있는지 여부와 외국산 칫솔인지 여부를 조

사하여 해당하는 경우 “O”로 표기하였고, 대형할인마트 PB 상품의 경우

롯데마트의 PB 상품이면 “롯데마트”로, 이마트의 PB 상품이면 “이마트”

로 표기하였다(Table 6). 장난감이 있는 칫솔은 모두 4가지(7.5%)였고,

외국산 칫솔은 모두 15가지(28.3%), PB 상품은 모두 8가지(15.1%)로서

롯데마트의 PB 상품이 6가지, 이마트의 PB 상품이 2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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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칫솔은 대부분 사용연령에 따라 구분

이 되어 있었다. 어린이용 칫솔의 평균 가격은 2294.19 ± 827.33원이었는

데, 이 중 치과병원 구강위생용품점에서 판매하는 5가지 칫솔이 가격의

상위 5위를 모두 차지하였다. 치과병원 구강위생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이

들 5가지 칫솔을 배제한 어린이용 칫솔의 평균가격은 2112.72 ± 639.50

원이었다.

칫솔모 끝의 Acceptance ratio는 평균 45.6 ± 26.3%이었다. 미세모 칫

솔은 모두 17가지였는데 이 중 13가지는 미세모만 있거나 미세모와 사각

형 형태의 보통모로 되어있어서 Acceptance ratio에서 제외하였다. 나머

지 4가지 미세모 칫솔(뽀로로 칫솔, 주니어 클리오, 클리오 천사랑 칫솔,

클리오 구름빵) 중 뽀로로 칫솔을 제외한 ㈜클리오에서 제조한 3가지 칫

솔은 높은 Acceptance ratio를 보였으며, 그 평균은 72.7 ± 11.8%이었다.

가장 높은 Acceptance ratio를 보이는 칫솔은 Oral-B Stage 3(88.7%)였

는데 이는 2011년 Melek 등이 보고한 것과도 일치하였다3).

Acceptance ratio가 60% 이상인 칫솔을 상위그룹(16가지), 30~60%인

칫솔을 중위그룹(11가지), 30% 미만인 칫솔을 하위그룹(13가지)으로 나

누었을 때 상위그룹에 해당하는 칫솔들의 평균가격은 2679.41 ± 566.25

원이었고, 중위그룹의 평균가격은 2480.15 ± 938.98원, 하위그룹의 평균

가격은 2092.07 ± 895.92원이었다. 상위그룹일수록 평균가격이 높은 경향

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p > 0.05)(Table 7).

칫솔의 브랜드와 Acceptance ratio간에 연관성도 볼 수 있었는데 2080

스마트키즈 칫솔 시리즈, Oral-B 시리즈, 유한 덴탈케어 시리즈, TEPE

MINI의 칫솔 10가지는 모두 상위그룹에 포함된 반면, 뽀로로 칫솔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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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치아사랑 시리즈의 칫솔 5가지는 모두

하위그룹에 포함되었다. 특이하게 ㈜크리오에서 제작한 칫솔의 경우는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되어있는 칫솔(이하 ㈜크리오-AD)과 연

령에 따라 단계별로 되어있지 않은 칫솔(이하 ㈜크리오-AID) 두 종류의

시리즈가 있었는데, ㈜크리오-AD 시리즈는 3가지 칫솔 모두 하위그룹에

포함된 반면 ㈜크리오-AID 시리즈는 4가지 칫솔 중 3가지는 상위그룹에

포함되었고, 나머지 1가지(쥬니어클리오)는 중위그룹에 포함되었는데 중

위그룹의 칫솔 중 Acceptance ratio가 가장 높았다.

어린이용 칫솔에는 장난감을 칫솔의 끝에 끼울 수 있는 형태로 된 칫

솔이 4가지(꼬마버스타요Toy칫솔, 변신자동차또봇 칫솔, 뽀로로 칫솔, 짱

구칫솔) 있었는데, 이 중 변신자동차또봇 칫솔과 짱구칫솔은 사각형의

보통모와 미세모로 되어있어서 Acceptance ratio 계산에서 제외하였고,

꼬마버스타요Toy칫솔, 뽀로로 칫솔의 Acceptance ratio는 각각 34.6%,

10.5%였다. 이들 칫솔의 평균가격은 2787.5 ± 143.61원이었다. 따라서 장

난감이 끼워진 어린이용 칫솔은 가격이 비싼 반면 칫솔모 끝의

Acceptance ratio는 낮았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위생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칫솔 5가

지(LION EX kodomo 11S, 12S, 13S, 14S, TEPE MINI)의 Acceptance

ratio 평균은 42.06 ± 23.64%이었고, 가격은 모두 4000원이었다. 대형할

인마트 2곳(롯데마트, 이마트)에서 파는 어린이용 칫솔의 Acceptance

ratio 평균은 38.70 ± 25.93%, 평균가격은 1977.72 ± 644.56원이었다. 이

중 PB상품으로 파는 칫솔 9가지 중 미세모칫솔 3가지를 제외한 6가지

칫솔의 Acceptance ratio 평균은 18.98 ± 19.40%이었는데, 롯데마트 PB

상품의 Acceptance ratio 평균은 29.07 ± 19.19%이었고, 이마트 PB상품

의 Acceptance ratio 평균은 3.85 ± 2.62%이었다. 대형할인마트 2곳에서

판매 중인 PB상품의 평균가격은 1260 ± 152.08원이었고, 이 중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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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의 평균가격은 1183.33 ± 64.55원, 이마트 PB상품의 평균가격은

1490원이었다. 중소할인마트에서 판매중인 9가지의 어린이용 칫솔 중 3

가지 미세모칫솔을 제외한 Acceptance ratio 평균은 72.25 ± 11.09%이었

고, 이들 어린이용 칫솔의 평균가격은 2566.67 ± 427.20원이었다. 구입처

에 따른 Acceptance ratio는 중소할인마트, 치과병원 구강위생용품점, 대

형할인마트 순이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고(p <

0.05), 가격은 치과병원 구강위생용품점, 중소할인마트, 대형할인마트 순

이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다(p < 0.05)(Table 8). 반

면 PB 상품에 따른 Acceptance ratio는 롯데마트가 이마트보다 평균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는 없었고(p > 0.05), 반면 가격은

롯데마트가 이마트보다 쌌고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다(p <

0.05)(Table 9).

국산 어린이용 칫솔의 Acceptance ratio 평균은 40.15 ± 26.37%이었고,

평균가격은 2016.16 ± 668.53원이었다. 외국산 어린이용 칫솔의

Acceptance ratio 평균은 58.41 ± 22.21%이었고, 평균가격은 2980.00 ±

797.50원이었다. 외국산 어린이용 칫솔이 국산 어린이용 칫솔보다

Acceptance ratio는 더 높았고 평균가격은 높았는데 둘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0). 한편 칫솔모의 강도를 포장에 명기하

지 않고 있는 제품은 전체의 30.8%였는데 외국산 어린이용 칫솔은 15가

지 중 14가지에서 칫솔모의 강도를 포장에 명기하고 있었으나 국산 어린

이용 칫솔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4.7%에서 칫솔모의 강도를 포장에

명기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 어린이용 칫솔 제조사들은 더 많은 제품들

에서 포장에 칫솔모의 강도를 명기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고 제품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cceptance 값을 가격으로 나눈 값은 가격대비 칫솔모 끝의 형태가

바람직한 둥근 곡선형태일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값은 클리오 뽁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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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칫솔이 가장 높았는데 이 값의 상위 8가지 칫솔 가운데 ㈜클리오

-AID 시리즈 4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가격대비 Acceptance ratio가 높았

다. 이들 4가지 칫솔 중 3가지는 미세모를 포함하고 있었고, 포장에 “세

계최초라운드미세모”라고 표기하고 있었는데 이들 3가지의 Acceptance

ratio 평균은 72.67 ± 12.05%이었다. 17가지의 미세모 칫솔 중 위 3가지

를 제외한 14가지 중 13가지는 사각형 형태의 보통모를 갖고 있었고 나

머지 1가지(뽀로로 칫솔)의 Acceptance ratio는 겨우 10.5%이었다. 따라

서 ㈜클리오에서 포장에 표기한 “라운드미세모”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cceptance가 상위그룹에 속하고, 칫솔모의 길이가 multi-level이면서,

칫솔모의 강도가 Extrasoft 혹은 Babysoft인 것은 모두 9가지가 있었다

(Table 11). 국내에서 어린이용 칫솔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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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2012년 9월 대형할인마트 2곳, 중소할인마트 1곳, 서울대학

교 치과병원 구강위생용품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칫솔 53가지를

대상으로 칫솔모 끝의 형태를 현미경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형태의 칫

솔모 비율(Acceptance ratio)과 칫솔모의 길이와 배열형태, 칫솔의 길이,

칫솔 두부의 길이를 측정하고 칫솔모의 강도, 칫솔의 가격을 조사하여

어린이에게 적합한 칫솔모 형태를 찾기 위해 시행하였다.

어린이용 칫솔은 86.5%의 제품이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고, 칫솔

의 평균 가격은 2294.19 ± 827.33원이었다. 칫솔모의 길이가 모두 같은

1-level의 편평한 칫솔은 전체의 48.1%였고, 2-level은 전체의 22.6%,

multi-level은 전체의 28.8%이었다. 칫솔모의 강도가 Soft인 것은 전체의

53.8%였고, Extrasoft인 것은 전체의 13.5%, Babysoft인 것은 1가지로

전체의 1.9%였다. 미세모가 있는 어린이용 칫솔은 17가지로 전체의

32.1%였다.

칫솔모 끝 형태의 Acceptance ratio 평균은 45.6 ± 26.3%이었다. 가장

높은 Acceptance를 보이는 칫솔은 Oral-B Stage 3로 88.7%이었고, 가장

낮은 Acceptance를 보이는 칫솔은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치아사랑

칫솔 3단계로 2%이었다. 상위그룹(Acceptance ratio가 60% 이상)에 해

당하는 칫솔들의 평균가격은 2679.41 ± 566.25원이었고, 중위그룹

(30~60%)에 해당하는 칫솔들의 평균가격은 2480.15 ± 938.98원, 하위그

룹(30% 미만)에 해당하는 칫솔들의 평균가격은 2092.07 ± 895.92원이었

다. 상위그룹일수록 평균가격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는

아니었다(p > 0.05). 칫솔의 브랜드와 Acceptance간에 연관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일 브랜드의 칫솔모는 대개 같은 그룹에 속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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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자체브랜드) 상품의 경우 한 제품을 제외하고 모두 하위그룹에 속

하였다. 수입산 제품의 Acceptance ratio가 국산 제품보다 더 높았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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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제조사 구입처
1 2080 스마트키즈 칫솔 2 step ㈜에이텍 중소할인마트
2 2080 스마트키즈 칫솔 3 step ㈜에이텍 중소할인마트
3 2080 스마트키즈 칫솔 4 step ㈜에이텍 중소할인마트

4 333클리닉 꿈틀이 칫솔 엠아이비㈜ 대형할인마트
5 333클리닉 해마 칫솔 엠아이비㈜ 대형할인마트
6 Jordan Step 1 Jordan 중소할인마트
7 Jordan Step 2 Jordan 중소할인마트
8 Jordan Step 3 Jordan 중소할인마트
9 LION EX kodomo 11S LION 치과병원

10 LION EX kodomo 12S LION 치과병원
11 LION EX kodomo 13S LION 치과병원
12 LION EX kodomo 14S LION 치과병원
13 Oral-B Stages 1 Oral-B 중소할인마트
14 Oral-B Stages 2 Oral-B 중소할인마트
15 Oral-B Stages 3 Oral-B 중소할인마트

16
Oral-B 크로스액션

프로-엑스퍼트
Oral-B 대형할인마트

17 TEPE MINI TePe 치과병원
18 꼬마버스타요Toy칫솔 케이엠제약㈜ 대형할인마트
19 니치어린이잇몸슬림칫솔 대형할인마트

20 메디안 튼튼이 1 ㈜ 하우 대형할인마트
21 메디안 튼튼이 2 ㈜ 하우 대형할인마트
22 메디안 튼튼이 3 ㈜ 하우 대형할인마트
23 변신자동차또봇 칫솔 ㈜영우 대형할인마트
24 뽀로로 칫솔 케이엠제약㈜ 대형할인마트
25 뽀로로 칫솔 Step 1 케이엠제약㈜ 대형할인마트

26 뽀로로 칫솔 Step 2 케이엠제약㈜ 대형할인마트
27 세이브엘 눈보리칫솔[항균모] 케이엠제약㈜ 대형할인마트
28 세이브엘 눈보리칫솔[이중미세모] 케이엠제약㈜ 대형할인마트
29 유한 덴탈케어 키즈(3~6세) 대형할인마트
30 유한 덴탈케어 키즈(6세이상) 대형할인마트
31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크리오 대형할인마트

<Tables>

Table 1. 어린이용 칫솔의 상품명, 제조사, 구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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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사랑 칫솔 2단계

32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치아사랑 칫솔 3단계
㈜크리오 대형할인마트

33 쥬니어클리오 ㈜크리오 대형할인마트
34 짱구칫솔 ㈜영우 대형할인마트
35 초이스엘 어린이 양면미세모 칫솔 롯데쇼핑 대형할인마트
36 초이스엘 어린이 항균모 칫솔 롯데쇼핑 대형할인마트

37 초이스엘 어린이 항균미세모 칫솔 롯데쇼핑 대형할인마트
38 초이스엘 유아용 칫솔 ㈜듀아드 대형할인마트
39 클리오 구름빵 ㈜크리오 대형할인마트
40 클리오 구름빵 칫솔 1단계 ㈜크리오 대형할인마트
41 클리오 구름빵 칫솔 2단계 ㈜크리오 대형할인마트
42 클리오 구름빵 칫솔 3단계 ㈜크리오 대형할인마트

43 클리오 뽁뽁이 칫솔 ㈜크리오 대형할인마트
44 클리오 천사랑 칫솔 ㈜크리오 대형할인마트

45 키즈 세이프 칫솔 1 step
Qingdao

Lion (중국)
중소할인마트

46 키즈 세이프 칫솔 2 step
Qingdao

Lion (중국)
중소할인마트

47 키즈 세이프 칫솔 3 step
Qingdao

Lion (중국)
중소할인마트

48 키즈케어 어린이칫솔 고산 C&C 대형할인마트

49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1단계 ㈜럭키산업 대형할인마트
50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2단계 ㈜럭키산업 대형할인마트
51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3단계 ㈜럭키산업 대형할인마트
52 프로기 어린이용 칫솔 ㈜케이엠제약 대형할인마트
53 하야치어린이미세모 대형할인마트

상품명 사용연령대 가격(원)
1 2080 스마트키즈 칫솔 2 step 2-5세 2900

2 2080 스마트키즈 칫솔 3 step 6-8세 2900
3 2080 스마트키즈 칫솔 4 step 8세 이상 2900
4 333클리닉 꿈틀이 칫솔 1400
5 333클리닉 해마 칫솔 1300
6 Jordan Step 1 0-2세 2500

Table 2. 어린이용 칫솔의 사용연령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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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Jordan Step 2 3-5세 2800
8 Jordan Step 3 6-8세 2500

9 LION EX kodomo 11S 8-12세 4000
10 LION EX kodomo 12S 5-9세 4000
11 LION EX kodomo 13S 0-6세 4000
12 LION EX kodomo 14S 0-6세 4000
13 Oral-B Stages 1 4-24개월 2800
14 Oral-B Stages 2 2-4세 2800

15 Oral-B Stages 3 5-7세 2800

16
Oral-B 크로스액션

프로-엑스퍼트
8세 이상 2500

17 TEPE MINI 0-3세 4000
18 꼬마버스타요Toy칫솔 3세 이상 2900

19 니치어린이잇몸슬림칫솔 1733
20 메디안 튼튼이 1 6-30개월 1767
21 메디안 튼튼이 2 2-5세 1767
22 메디안 튼튼이 3 6세 이상 1767
23 변신자동차또봇 칫솔 2900
24 뽀로로 칫솔 3세 이상 2600

25 뽀로로 칫솔 Step 1 6-24개월 1733
26 뽀로로 칫솔 Step 2 3-5세 1733
27 세이브엘 눈보리칫솔[항균모] 3세 이상 1100
28 세이브엘 눈보리칫솔[이중미세모] 3세 이상 1100
29 유한 덴탈케어 키즈(3~6세) 3-6세 3350
30 유한 덴탈케어 키즈(6세이상) 6세 이상 2850

31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치아사랑 칫솔 2단계
3-5세 1490

32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치아사랑 칫솔 3단계
6-8세 1490

33 쥬니어클리오 6-12세 1700
34 짱구칫솔 2750
35 초이스엘 어린이 양면미세모 칫솔 5-7세 1225
36 초이스엘 어린이 항균모 칫솔 5-7세 1225
37 초이스엘 어린이 항균미세모 칫솔 5-7세 1225
38 초이스엘 유아용 칫솔 2-4세 1225

39 클리오 구름빵 3-7세 2700
40 클리오 구름빵 칫솔 1단계 6개월-2세 1967
41 클리오 구름빵 칫솔 2단계 3-5세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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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클리오 구름빵 칫솔 3단계 6세 이상 1967
43 클리오 뽁뽁이 칫솔 2-6세 1450

44 클리오 천사랑 칫솔 2-6세 2300
45 키즈 세이프 칫솔 1 step 0-3세 2000
46 키즈 세이프 칫솔 2 step 4-6세 2000
47 키즈 세이프 칫솔 3 step 7-12세 2000
48 키즈케어 어린이칫솔 3세 이상 2250
49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1단계 4-24개월 2600

50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2단계 3-5세 2600
51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3단계 6-9세 2600
52 프로기 어린이용 칫솔 1167
53 하야치어린이미세모 증정품

상품명
Acceptance

ratio(%)

1 2080 스마트키즈 칫솔 2 step 67.9
2 2080 스마트키즈 칫솔 3 step 62.7
3 2080 스마트키즈 칫솔 4 step 68.6
4 333클리닉 꿈틀이 칫솔 40.7
5 333클리닉 해마 칫솔 50.0
6 Jordan Step 1 73.2

7 Jordan Step 2 54.7
8 Jordan Step 3 63.0
9 LION EX kodomo 11S 19.6
10 LION EX kodomo 12S 30.4
11 LION EX kodomo 13S 46.2
12 LION EX kodomo 14S 33.3

13 Oral-B Stages 1 83.3
14 Oral-B Stages 2 62.3
15 Oral-B Stages 3 88.7
16 Oral-B 크로스액션 프로-엑스퍼트 65.4
17 TEPE MINI 80.8
18 꼬마버스타요Toy칫솔 34.6

19 니치어린이잇몸슬림칫솔 미세모
20 메디안 튼튼이 1 13.5
21 메디안 튼튼이 2 35.3
22 메디안 튼튼이 3 미세모+ 사각보통모

Table 3. 칫솔모의 Acceptanc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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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변신자동차또봇 칫솔 미세모+ 사각보통모
24 뽀로로 칫솔 10.5

25 뽀로로 칫솔 Step 1 5.8
26 뽀로로 칫솔 Step 2 28.8
27 세이브엘 눈보리칫솔[항균모] 15.4
28 세이브엘 눈보리칫솔[이중미세모] 미세모+ 사각보통모
29 유한 덴탈케어 키즈(3~6세) 73.6
30 유한 덴탈케어 키즈(6세이상) 61.5

31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치아사랑 칫솔

2단계
5.7

32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치아사랑 칫솔

3단계
2.0

33 쥬니어클리오 58.9
34 짱구칫솔 미세모+ 사각보통모
35 초이스엘 어린이 양면미세모 칫솔 미세모
36 초이스엘 어린이 항균모 칫솔 51.0
37 초이스엘 어린이 항균미세모 칫솔 미세모
38 초이스엘 유아용 칫솔 20.8

39 클리오 구름빵 81.3
40 클리오 구름빵 칫솔 1단계 12.7
41 클리오 구름빵 칫솔 2단계 17.6
42 클리오 구름빵 칫솔 3단계 25.5
43 클리오 뽁뽁이 칫솔 75.0
44 클리오 천사랑 칫솔 77.8

45 키즈 세이프 칫솔 1 step 미세모
46 키즈 세이프 칫솔 2 step 미세모
47 키즈 세이프 칫솔 3 step 미세모
48 키즈케어 어린이칫솔 15.4
49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1단계 미세모+ 사각보통모
50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2단계 32.7

51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3단계 78.8
52 프로기 어린이용 칫솔 미세모+ 사각보통모
53 하야치어린이미세모 미세모+ 사각보통모

상품명 길이 강도
1 2080 스마트키즈 칫솔 2 step multi-level Extrasoft

Table 4. 칫솔모의 길이,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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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80 스마트키즈 칫솔 3 step multi-level Extrasoft
3 2080 스마트키즈 칫솔 4 step multi-level Extrasoft

4 333클리닉 꿈틀이 칫솔 1-level Soft
5 333클리닉 해마 칫솔 1-level Soft
6 Jordan Step 1 multi-level Extrasoft
7 Jordan Step 2 multi-level Soft
8 Jordan Step 3 multi-level Soft
9 LION EX kodomo 11S 1-level Soft

10 LION EX kodomo 12S 1-level Soft
11 LION EX kodomo 13S 1-level Soft
12 LION EX kodomo 14S 1-level Soft
13 Oral-B Stages 1 multi-level Babysoft
14 Oral-B Stages 2 multi-level Extrasoft
15 Oral-B Stages 3 multi-level

16 Oral-B 크로스액션 프로-엑스퍼트 multi-level Soft
17 TEPE MINI 1-level Extrasoft
18 꼬마버스타요Toy칫솔 1-level
19 니치어린이잇몸슬림칫솔 1-level Soft
20 메디안 튼튼이 1 multi-level Soft
21 메디안 튼튼이 2 multi-level Soft

22 메디안 튼튼이 3 2-level Soft
23 변신자동차또봇 칫솔 2-level
24 뽀로로 칫솔 2-level
25 뽀로로 칫솔 Step 1 multi-level
26 뽀로로 칫솔 Step 2 multi-level
27 세이브엘 눈보리칫솔[항균모] 1-level

28 세이브엘 눈보리칫솔[이중미세모] 2-level
29 유한 덴탈케어 키즈(3~6세) 1-level
30 유한 덴탈케어 키즈(6세이상) multi-level

31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치아사랑 칫솔 2단계
1-level Soft

32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치아사랑 칫솔 3단계
1-level Soft

33 쥬니어클리오 2-level Soft
34 짱구칫솔 2-level
35 초이스엘 어린이 양면미세모 칫솔 1-level Soft

36 초이스엘 어린이 항균모 칫솔 1-level
37 초이스엘 어린이 항균미세모 칫솔 1-level Soft
38 초이스엘 유아용 칫솔 1-level Extrasoft



- 23 -

39 클리오 구름빵 2-level Soft
40 클리오 구름빵 칫솔 1단계 1-level Soft

41 클리오 구름빵 칫솔 2단계 1-level Soft
42 클리오 구름빵 칫솔 3단계 1-level Soft
43 클리오 뽁뽁이 칫솔 1-level Soft
44 클리오 천사랑 칫솔 2-level Soft
45 키즈 세이프 칫솔 1 step 1-level
46 키즈 세이프 칫솔 2 step 1-level

47 키즈 세이프 칫솔 3 step 1-level
48 키즈케어 어린이칫솔 1-level Soft
49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1단계 2-level Soft
50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2단계 2-level Soft
51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3단계 multi-level Soft
52 프로기 어린이용 칫솔 2-level

53 하야치어린이미세모 2-level

상품명
전체

길이(cm)

두부

길이(cm)
1 2080 스마트키즈 칫솔 2 step 14.7 2.2
2 2080 스마트키즈 칫솔 3 step 16.1 2.2
3 2080 스마트키즈 칫솔 4 step 18.5 2.5

4 333클리닉 꿈틀이 칫솔 16.2 2.4
5 333클리닉 해마 칫솔 17.7 2.3
6 Jordan Step 1 10.8 1.8
7 Jordan Step 2 13.6 2.3
8 Jordan Step 3 16.0 2.6
9 LION EX kodomo 11S 15.9 2.2

10 LION EX kodomo 12S 14.9 2.0
11 LION EX kodomo 13S 13.9 1.8
12 LION EX kodomo 14S 15.7 1.7
13 Oral-B Stages 1 14.7 2.3
14 Oral-B Stages 2 14.0 2.2
15 Oral-B Stages 3 16.0 2.4

16 Oral-B 크로스액션 프로-엑스퍼트 18.6 2.9
17 TEPE MINI 16.2 2.0
18 꼬마버스타요Toy칫솔 14.8 2.0
19 니치어린이잇몸슬림칫솔 15.9 2.5

Table 5. 칫솔 전체의 길이, 칫솔 두부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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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메디안 튼튼이 1 14.2 2.0
21 메디안 튼튼이 2 16.7 2.3

22 메디안 튼튼이 3 16.7 2.3
23 변신자동차또봇 칫솔 17.2 2.5
24 뽀로로 칫솔 15.7 2.3
25 뽀로로 칫솔 Step 1 14.0 2.1
26 뽀로로 칫솔 Step 2 16.5 2.5
27 세이브엘 눈보리칫솔[항균모] 16.2 2.5

28 세이브엘 눈보리칫솔[이중미세모] 16.4 2.6
29 유한 덴탈케어 키즈(3~6세) 14.9 2.1
30 유한 덴탈케어 키즈(6세이상) 16.1 2.3

31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치아사랑 칫솔 2단계
14.6 2.3

32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치아사랑 칫솔 3단계
16.0 2.4

33 쥬니어클리오 16.0 2.5
34 짱구칫솔 16.7 2.4
35 초이스엘 어린이 양면미세모 칫솔 16.2 2.4

36 초이스엘 어린이 항균모 칫솔 16.2 2.4
37 초이스엘 어린이 항균미세모 칫솔 16.2 2.4
38 초이스엘 유아용 칫솔 16.0 2.3
39 클리오 구름빵 15.5 2.6
40 클리오 구름빵 칫솔 1단계 14.0 1.9
41 클리오 구름빵 칫솔 2단계 15.1 2.3

42 클리오 구름빵 칫솔 3단계 16.7 2.4
43 클리오 뽁뽁이 칫솔 16.1 2.4
44 클리오 천사랑 칫솔 14.6 2.2
45 키즈 세이프 칫솔 1 step 16.2 1.7
46 키즈 세이프 칫솔 2 step 14.0 2.0
47 키즈 세이프 칫솔 3 step 16.1 2.2

48 키즈케어 어린이칫솔 16.0 2.2
49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1단계 14.6 1.9
50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2단계 15.8 1.8
51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3단계 16.9 2.3
52 프로기 어린이용 칫솔 16.1 2.1
53 하야치어린이미세모 16.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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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장난감 외국산 PB상품
1 2080 스마트키즈 칫솔 2 step
2 2080 스마트키즈 칫솔 3 step
3 2080 스마트키즈 칫솔 4 step
4 333클리닉 꿈틀이 칫솔
5 333클리닉 해마 칫솔

6 Jordan Step 1 O
7 Jordan Step 2 O
8 Jordan Step 3 O
9 LION EX kodomo 11S O
10 LION EX kodomo 12S O
11 LION EX kodomo 13S O

12 LION EX kodomo 14S O
13 Oral-B Stages 1 O
14 Oral-B Stages 2 O
15 Oral-B Stages 3 O
16 Oral-B 크로스액션 프로-엑스퍼트 O
17 TEPE MINI O

18 꼬마버스타요Toy칫솔 O
19 니치어린이잇몸슬림칫솔
20 메디안 튼튼이 1
21 메디안 튼튼이 2
22 메디안 튼튼이 3
23 변신자동차또봇 칫솔 O

24 뽀로로 칫솔 O
25 뽀로로 칫솔 Step 1
26 뽀로로 칫솔 Step 2
27 세이브엘 눈보리칫솔[항균모] 롯데마트
28 세이브엘 눈보리칫솔[이중미세모] 롯데마트
29 유한 덴탈케어 키즈(3~6세)

30 유한 덴탈케어 키즈(6세이상)

31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치아사랑 칫솔 2단계
이마트

32
이마트 키즈 우리아이 튼튼

치아사랑 칫솔 3단계
이마트

33 쥬니어클리오
34 짱구칫솔 O

Table 6. 장난감이 끼워진 칫솔, 외국산 칫솔, PB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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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초이스엘 어린이 양면미세모 칫솔 롯데마트
36 초이스엘 어린이 항균모 칫솔 롯데마트

37 초이스엘 어린이 항균미세모 칫솔 롯데마트
38 초이스엘 유아용 칫솔 롯데마트
39 클리오 구름빵
40 클리오 구름빵 칫솔 1단계
41 클리오 구름빵 칫솔 2단계
42 클리오 구름빵 칫솔 3단계

43 클리오 뽁뽁이 칫솔
44 클리오 천사랑 칫솔
45 키즈 세이프 칫솔 1 step O
46 키즈 세이프 칫솔 2 step O
47 키즈 세이프 칫솔 3 step O
48 키즈케어 어린이칫솔

49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1단계
50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2단계
51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3단계
52 프로기 어린이용 칫솔
53 하야치어린이미세모

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 p value

가격 (원)
2679.41 ±

566.25

2480.15 ±

938.98

2092.07 ±

895.92
0.066

대형할인마트 중소할인마트 치과병원 p value
Acceptance

ratio(%)
38.70 ± 25.93 72.25 ± 11.09 42.06 ± 23.64 0.006*

가격(원)
1977.72 ±

644.56

2566.67 ±

427.20
4000 0.000*

Table 7. Acceptance 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의 가격 비교

One-way ANOVA (* : p < 0.05)

Table 8. 구입처에 따른 Acceptance ratio 및 가격 비교

One-way ANOVA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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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외국산 p value
Acceptance

ratio(%)
40.15 ± 26.37 58.41 ± 22.21 0.034*

가격(원) 2016.16 ± 668.53 2980.00 ± 797.50 0.000*

롯데마트 이마트 p value
Acceptance

ratio(%)
29.07 ± 19.19 3.85 ± 2.62 0.276

가격(원) 1183.33 ± 64.55 1490 0.000*

상품명
Acceptance

ratio(%)

칫솔모의

길이

칫솔모의

강도
Oral-B Stages 1 83.3 Multi-level Babysoft

페리오 엄마는 치과의사 3단계 78.8 Multi-level Extrasoft
Jordan Step 1 73.2 Multi-level Extrasoft

2080 스마트키즈 칫솔 4 step 68.6 Multi-level Extrasoft
2080 스마트키즈 칫솔 2 step 67.9 Multi-level Extrasoft

Oral-B 크로스액션

프로-엑스퍼트
65.4 Multi-level Extrasoft

Jordan Step 3 63.0 Multi-level Extrasoft
2080 스마트키즈 칫솔 3 step 62.7 Multi-level Extrasoft

Oral-B Stages 2 62.3 Multi-level Extrasoft

Table 9. 대형할인마트 PB 상품의 Acceptance ratio 및 가격 비교

Independent samples T-test (* : p < 0.05)

Table 10. 국산과 외국산의 Acceptance ratio 및 가격 비교

Independent samples T-test (* : p < 0.05)

Table 11. Acceptance 상위그룹, Multi-level, Extrasoft or

Baby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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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shape of child toothbrushes

Jeong-Keun Lee, BS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appropriate bristles of child

manual toothbrushes by analyzing the end of bristles with a

microscope, and measuring the length and stiffness of bristles.

53 child manual toothbrushes were selected, which were sold in

Lotte mart, E mart, Lucky mart and an oral hygiene marke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The end of bristles were analyzed

by a microscope and divided into Acceptance if the bristle was

smooth and round or Non-acceptance if the bristle was sharp.

The ratio of multi-level arrangement was 28.8%, and average

“Acceptance ratio” which means the ratio of smooth, round and

acceptable bristles of a toothbrush was 45.6 ± 26.3%. The ratio of

Soft bristles was 53.8%, and the ratio of Extrasoft bristles was

13.5%.

Keyword : child manual toothbrush, toothbrush bristles, bristle

morphology,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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