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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intake of raw cheonggukjang (extra-strong fermented soybean paste) on the scalp

hair of middle-aged women. For this, a total of 20 women aged 40-60s were chosen and divided into two groups: control group (C), and

experimental group (E) (10 testees each).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food was administered for 12 weeks. Specifically, 50 g of raw

cheonggukjang was eaten by those from Group E every morning. In terms of the number of hairs per unit, Group C decreased by 3.28%

while Group E increased by 4.72% (p<.05). Concerning the number of hairs per hair follicle, Group C decreased by 5.63% while Group

E increased by 13.57% (p<.05). In terms of thickness, Group C decreased by 20% while Group E increased by 16.67% (p<.05).

Regarding tensile strength, Group C decreased by 0.91% while Group E increased by 2.76% (p<.05). In terms of absorbance, Group C

increased by 33.33% while Group E decreased by 66.67% (p<.01). Lastly, concerning brightness (L*), Group C increased by 0.05%

while Group E decreased by 0.68% (p<.05). In terms of redness (a*), Group C increased by 1.05% while Group E decreased by 2.87%

(p<.05). Regarding yellowness (b*), Group C increased by 0.60% while Group E decreased by 1.79% (p<.05). The results have

confirmed that the intake of raw cheonggukjang can be effective in improving scalp hair conditions in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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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생애 발달과정에서 중년기에 속하는 인간은 지금까지의 삶

을 회상하고 내적으로 집중하여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

고 한다(Kim & Kim, 2020). 중년기의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신진대사 기능의 저하와 생리적인 변화를 겪으며(Park,

2011), 삶의 무의미함, 공허감, 절망감 그리고 무기력과 같은 정

서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Fitzpatrick and Kim, 2008). 이러한 중

년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갱년기 증상을 간과하면 질병의 악화

와 부정적 정서 상태를 초래하여 중년 여성이 완경기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이후의 삶의 질에도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치게 된다(Lee, 2018). 따라서, 중년 여성은 적극적인 돌

봄이 필요한 취약한 대상자로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Sung & Jung,

2019).

탈모에 대한 고민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탈모는 유전적 요인, 환경오염, 식생활 습관, 스트

레스와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Lee, 2004). 특히

여성이 겪고 있는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사춘기 이후에 흔히 발

생하는 유형으로 두정부 모발의 미만성 소실로 시작되어 시간

이 지날수록 중앙부의 모발 소실이 뚜렷이 드러나지만 안면 두

피 모발의 경계선은 유지되는 형태이다. 그리고 여성의 두피

모낭에 작용하는 남성 호르몬은 부신에서 생성되는 DHEA

(Dehydroepiandrosterone)와 DHEA-S (Dehydroepiandrosterone

sulfate)로 그 중 DHEA-S는 피부, 지방, 근육의 표적기관으로

이동 후 DHEA, androstenedione, testosterone순으로 전환되고

testostrone은 5α-reductase에 의해 DHT로 변환되어 탈모로 이

어진다(Ahn et al., 2006). 여성의 탈모는 남성과 같은 형태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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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되지는 않지만 탈모를 겪고 있는 중년 여성이 증가하면서

외모에 민감한 여성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두피, 모발,

탈모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Park & Chang,

2013).

여성형 탈모증의 치료 약제는 FDA의 공인을 받은 국소도포

용의 Minoxidil 제재가 있고 그 외에 경구 피임약, spironolactone,

flutamide, cyprotenone acetate 등의 경구 치료제가 사용되지만

월경 불순, 유방의 통증, 고칼륨혈증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사

용이 제한적이다(Carmina and Lobo, 2002).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천연 제재를 활용한 영양보충요법

(dietary supplement)은 단백질, 섬유소, 비타민, 미네랄의 영양

분을 강화한 것으로 적은 용량으로 높은 효과를 얻고 있으며

(Kim, 2006), 천연소재의 탈모개선제의 사용은 내성의 감소와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고 있다(Lew & Sim, 2007). 이처럼 중년

여성의 탈모 관리는 두피와 모발의 표면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도록 몸의 내부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관리해야 하며, 호르

몬과 영양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영양 관리를

통해 두피와 모발에 성장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Lee & Im,

2010).

전통발효식품은 슬로우푸드(Slow food)로써 우수한 영양학

적 가치와 풍부한 맛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 콩을 발효하여 만

든 청국장, 된장, 간장이 있다(Hong, 2015). 청국장은 콩으로부

터 유래된 isoflavones, phytic acid, saponin, trypsin inhibitor,

tocopherol,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올리고당 등을 함유하고

있다(Park, 2004). 더구나 미생물에 의한 발효과정 중 새로운

생리활성 물질을 생성하여 혈전용해능, 혈압상승 억제효과, 지

질 대사 개선 효과, 항균작용을 나타내며, 이는 동맥경화, 심장

병, 당뇨병, 노인성 치매, 골다공증의 예방과 항암효과가 있다

(Kim et al., 1999). 또한, 청국장은 발효되는 과정에서 고초균이

생성하는 단백질 분해효소의 작용으로 콩 껍질과 세포막의 구

성성분인 섬유소, 단백질, 당질이 분해되어 소화흡수율이 증진

된다(Choi, 2009). 

영양보충요법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Anderson et al. (1995)은 하루 47 g의 콩 단백질 섭취는 LDL 콜

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하였다. Potter et al. (1998)는 폐경기 이

후의 여성이 이소플라본을 함유한 대두단백질을 1일 40 mg의

양을 6개월간 섭취했을 때 요추의 골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Kim & Jung (2011)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흑삼녹두묵 섭취와 림프마사지를 병행 관리하였을 때 체지방

과 혈중 지질수준을 감소시켜 체중관리와 비만예방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Ko et al. (2012)은 검은콩의 보충 섭취가

중년 여성의 폐경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호르몬 활성을 증가시

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양보충요법을 활용하여 40~60대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생청국장 식이를 하여 소화와 흡수의 증

진으로 중년여성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중년 여성의 모발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모발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

(7001355-201911-HR-344)을 득한 후, 2020년 3월 2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12주간 진행하였다. 서울 거주의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40~60대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임상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대

상자가 대두를 포함하여 알레르기성 특이 체질이거나 과민증

이 있는 경우, 설사와 변비 같은 소화 장애가 있는 경우, 건선,

습진,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질환이 있거나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 외형제를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최근 3개월간 여

성호르몬제와 같이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를 복용한 경우,

지속적으로 콩 소재 식품을 복용한 경우, 특별 식이요법과 운

동을 시행한 경우, 현재 내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거나 난소 절

제술 혹은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경우, 임신 중이거나 수유중

인 경우, 약물과 알코올 의존 병력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 책임

자의 판단으로 임상시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모두 대

상자에서 제외하여 임상적 조건의 오차요인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시험 기간에는 건강보조식품과 탈모 관련 의약품과 화장

품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의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염색과 퍼머넌트웨이브와 같은 시술은 하지 않으며, 평소

두피, 모발 관리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동의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20명으로 대상자들은 대조군(C) 10명과 생

청국장을 섭취하는 실험군(E) 10명의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

고, 각 군은 40대 3명, 50대 3명, 60대 4명으로 구성하여 대상자

들이 특정 연령대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2. 연구재료 및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청국장은 전라북도 순창군 ㈜S사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S사의 생청국장은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전통식

품 품질인증서와 전통장류 제조기능인 인증서를 받았다. 생청

국장의 원재료 및 함량은 국산 대두 100%이며, 순창 고랭지인

해발 280 m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에 전통제조기법을 사용하

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인공조미료, 방부제,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은 생으로 섭취 가능한 식품이다. 대상자들은 의도적으로 일

상 식사량과 식사 습관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상태에서 12주

의 시험 기간 동안 E군이 식이 하도록 하였다. 섭취 방법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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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침 공복에 생청국장 50 g을 1회 섭취하도록 하였다. 그리

고 제품은 냉장 보관(10oC 이하)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통기한

과 신선도를 고려하여 12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서 지

급하였다. 

본 시험의 생청국장 섭취량은 Lee & Koh (2006)이 동물시험

식이에 청국장 10%(10 g/100 g diet)를 보충한 결과 체중감소

효능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Back (2009)에 의해 인체에

동일 효능을 나타내기 위해 권장되는 청국장 섭취량 환산법을

적용하면 남성 57.98 g, 여성 46.83 g의 평균 52.41 g이라고 하

여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생청국장의 섭취를 일일 50 g으

로 설정하였다.

3. 모발 측정

모발 촬영 및 측정 시 실내 환경의 조건은 온도 24~25oC, 상

대습도 40~60%의 동일한 환경이었으며, 연구대상자가 샴푸

후 3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하였다. 측정 부위와 항목은 안면 두

피 모발 경계선의 정중점(center point)으로부터 정중앙선을 따

라 10 cm뒤 지점에서 모발의 개수와 굵기를 측정 및 촬영하였

으며, 20 cm뒤 지점의 모발은 채취하여 모발 굵기, 인장강도,

흡광도, 표면색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시험 전과 시험 12주 후

에 각각 진행하였다. 그리고 측정 시에는 동일한 조명, 기기, 시

간대에 측정하였고,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인이 처음부

터 끝까지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 한 명씩 반복 측정을 한

후에 측정 결과를 통계처리하였다. 

모발 촬영 및 측정 시 사용한 장비는 접촉식 두피모발진단기

(API-202, Aram Huvis, Korea)를 이용하여 면적당 모발개수, 모

낭당 모발개수, 모발 굵기를 촬영하였고, digital micrometer

(MDC-25PJ, Mitutoyo Co., Japan)를 이용하여 모발 굵기를 측

정하였으며, 만능재료강도시험기(No.4301, Instron Co., USA)

를 이용하여 모발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모발의 흡광도는

메틸렌블루(methylene blue, MB) 염색법(Kang & Choe, 2007)

으로 시료 모발을 염색한 후 스펙트로포토미터(spectrophoto-

meter)를 이용하여 660 nm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색차계

(CR-400,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시료 모발의 표면색을

CIE Lab 표색계의 명도지수(L*), 적색도(a*), 황색도(b*)값으로

측정하였다. 

4. 시료 모발 채취와 처리

시료 모발의 채취는 임상시험 전과 12주 후에 각각 시행하였

으며, 연구대상자의 안면 두피모발 경계선의 정중점(center

point)으로부터 정중앙선을 따라 20 cm 뒤 지점의 모발을 모근

부에서 약 0.5 cm 이내의 범위에서 약 50가닥을 채취하였고 길

이는 약 15 cm 정도로 하였다. 동일 시간대에 샴푸 후 3 시간이

지난 대상자의 모발을 채취하였으며, 측정에 앞서 모든 시료

모발은 정제수를 이용하여 pH 7의 중성 샴푸로 세척하여 이물

질을 제거한 후 약 25oC의 실온에서 자연 건조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유의성 평가를 위해 자료 분석은 SPSS 24.프로그

램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연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그룹간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고 모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시

행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연구 대상자의 모발 상태 동질성 검증

모발의 면적당 개수, 모낭당 개수, 굵기, 인장강도, 흡광도,

Table 1. Verification the similarity of measurement point for hair before experiment

       Group 
   Variable

M±SD
F p

C (n=10) E (n=10)

Number of hairs per unit area 

(1 cm × 1 cm)
95.25±0.89 95.38±0.92 .120 .735

Number of hairs per hair follicle 1.41±0.08 1.40±0.12 1.929 .187

Thickness (mm) 0.05±0.01 0.06±0.01 .254 .622

Tensile strength (gf/strand) 116.95±0.80 116.96±0.87 .149 .706

Absorbance (OD at 660 nm) 0.03±0.01 0.03±0.01 .655 .432

Brightness (L*) 22.08±1.32 22.07±1.13 .056 .816

Redness (a*) 2.87±0.28 2.79±0.41 1.087 .315

Yellowness (b*) 3.32±0.42 3.35±0.28 1.141 .304

Abbreviations: C, control group; E,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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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색도에 대한 시험 전 동질성 검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모든 측정 단위에서 C와 E의 동질성 검증에서 p값은 각각

p>.05이므로 집단의 평균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

질성이 검증되었다. 

2. 모발 측정

모발 측정을 통한 모발의 면적당 개수, 모낭당 개수, 굵기, 인

장강도, 흡광도, 표면색도의 시험 전후의 평균값±표준편차

(Mean±SD, p값(p-value)은 Table 2와 같다. 

1) 면적당 모발개수 변화 

건강한 두피의 모발은 약 80~90%의 성장기, 1~2%의 퇴화기,

10~20%의 휴지기 모발의 모주기를 가지며, 1 cm2당 약

175~300개의 경모가 존재하고 하루에 50~100개의 생리적 탈

모를 동반한다(Pasquali et al., 1986). 모발의 성장과 탈모는 모

유두 세포와 모기질 세포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은 성장기 4~6년, 퇴행기 2~3주, 휴지기 2~3개월로 모낭과

모유두가 분리되어 성장이 완전히 멈추고 기존의 모발이 탈락

하여 새로운 모발이 생성되는 발생기를 거친다(Choi & Chang,

2020).

청국장 식이가 중년 여성의 면적당 모발개수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자 시험 전과 후에 접촉식 두피모발진단기를 이용

하여 60배율로 두피의 단위면적(1 cm × 1 cm)당 모발개수를

측정하였다(Table 2, Fig. 1, Fig. 2). C군은 사전 95.25±0.89에서

사후 92.13±5.91로 3.28%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군은 사전 95.38±0.92에서 사후

99.88±5.03로 4.72% 증가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p<.05). 이처럼 면적당 모발개수의 변화는 C군의 경우 감소경

향을 보였고, E군에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여(p<.05) C군과 비

교하여 변화 차이는 8%로 나타났다.

Table 2. Mean±SD and p-value of measurement of hair

Variable Group

Measurement
(M±SD) p-value

Before After

Number of hairs per unit area 

(1 cm × 1 cm)

C 95.25±0.89 92.13±5.91 1.603(.153)

E 95.38±0.92 99.88±5.03 -2.393(.048*)

Number of hairs per hair follicle
C 1.41±0.08 1.33±0.22 1.433(.195)

E 1.40±0.12 1.59±0.17 -2.447(.044*)

Thickness (mm)
C 0.05±0.01 0.04±0.02 1.817(.112)

E 0.06±0.01 0.07±0.01 -3.434(.011*)

Tensile strength (gf/strand)
C 116.95±0.08 115.88±1.84 1.604(.153)

E 116.96±0.87 120.19±3.25 -2.408(.047*)

Absorbance (OD at 660 nm)
C 0.03±0.01 0.04±0.02 -2.103(.074)

E 0.03±0.01 0.01±0.01 4.624(.002**)

Brightness (L*)
C 22.08±1.32 22.09±1.33 -1.415(.200)

E 22.07±1.13 21.92±1.13 2.626(.034*)

Redness (a*)
C 2.87±0.28 2.90±0.34 -1.210(.265)

E 2.79±0.41 2.71±0.36 2.832(.025*)

Yellowness (b*)
C 3.32±0.42 3.34±0.41 -1.492(.179)

E 3.35±0.28 3.29±0.28 2.582(.036*)

*p<.05, **p<.01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Fig. 1. Comparing the changes of number of hairs per unit area

between C group and E group.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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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후부터 시작하여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0대

가 되면 모주기에서 정상적으로 순환되는 건강한 모낭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Ryu, 2005). C군의 경우 이와 같은 인체노화현

상과 갱년기 증상으로 체내의 신진대사 균형이 깨지면서 모발

성장을 저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년 여성의 섭취 영양

분의 불균형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거나 끊어지는

현상을 유발한다(Kong & Choi, 2014). 이러한 요인에 의해 C

군의 면적당 모발개수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검은콩 추출물은 혈액의 항산화능을 증가시키고 혈중 중성

지질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며, 모유두 세포의 활성화와 성장기 모낭 유도 촉진

효과를 통해 모발의 육모에 도움이 된다(Jeon et al., 2011). 

이처럼 E군도 콩으로 만들어진 생청국장을 섭취하여 두피와

모발이 건강해지면서 육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Bacillus subtilis와

Bacillus natto류가 생산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

되어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다(Yoon, 1998). 따라서, E군은 생

청국장의 효과로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면

적당 모발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모낭당 모발개수 변화

모발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과 같이 세 개의 구조로 나뉘

며, 주요 성분은 단백질, 지질,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Robbins,

2009). 이러한 모발은 태생기 때 피부의 발생과 함께 생성된 후

각화현상에 의해 형성된다. 이처럼 모발이 자라는 모낭의 수는

태생기 때 결정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더 이상 모낭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Lee, 2004). 그리고 두피에 있는 모공의 수는

약 8만개 정도가 존재하고 각 모공에는 모발이 최소 1개에서 4

개까지 존재하며, 이를 ‘모낭단위’라고 한다(Mun, 2009).

청국장 식이가 중년 여성의 모낭당 모발개수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자 시험 전과 후에 접촉식 두피모발진단기를 이용

Fig. 2. The number of hairs of unit area (1 cm × 1 cm)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Abbreviations: 1, 2, 3, control group (before); 1-a, 2-a, 3-a, control group (after); 4, 5, 6, experimental group (before); 4-a, 5-a, 6-a,
experimental group (after). 

Fig. 3. Comparing the changes of number of hairs per hair follicle
between C group and E group.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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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60배율로 두피의 단위면적(1 cm × 1 cm)당 존재하는 모

낭당 모발개수를 측정하였다(Table 2, Fig. 3). C군은 사전

1.41±0.08에서 사후 1.33±0.22로 5.63%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군은 사전 1.40±0.12

에서 사후 1.59±0.17로 13.57% 증가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

내었다(p<.05). 이처럼 모낭당 모발개수의 변화는 C군의 경우

감소경향을 보였고, E군에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여(p<.05) C

군과 비교하여 변화 차이는 19.2%로 나타났다.

C군의 경우 40~60대의 중년여성으로 흔히 겪고 있는 미만성

탈모증에 의해 모발개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드로

겐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Androgen 호르몬은 남성의 주요 성

호르몬으로 모발의 성장과 퇴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ihydrotestosterone, DHT)은 테스토

스테론(testosterone, T)과 5a-reductase에 의해 비가역적으로 T

의 일부가 환원된 것으로 모낭의 수축과 탈모를 일으키게 된다

(Choi, 2008). 또한, 남성호르몬은 피지선의 활동을 자극하여 피

지 분비를 증가시켜 모누두부를 막아 모발성장에 장애가 된 것

으로 보이며,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는 두피의 근육을 긴장 및

수축시켜 모유두에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Oh, 2007).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C군의 모낭당 모발

개수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생청국장을 섭취한 E군과 같이 중년여성의 탈모관리는 몸의

내부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두피와 모발의 영양관리와 식이요

법을 병행해야 한다(Kim & Park, 2015; Lee & Im, 2010). 이처

럼 콩과 식물에는 식물성 여성호르몬 형태인 phytoestrogen을

섭취할 수 있는 isoflavone이 존재하여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

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06). 또한, 청국장의 발효 숙성 과정

에서 Bacillus subtilis가 생산하는 효소의 작용으로 대두 단백질

이 분해되어 수용성 질소화합물인 펩톤, 폴리펩타이드, 아마이

드가 생성되어 소화 및 흡수력을 높인다(Lee et al., 1992). 그리

고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은 청국장이 발효되면서 항산화 활성

을 더욱 증가시킨다(Ryu, 2001). 따라서, E군의 경우 청국장에

있는 생리활성 물질에 의해 소화흡수력을 높이고 두피 상태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모낭당 모발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사

료된다.

3) 모발의 굵기 변화

사람의 모발 굵기는 인종과 생활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모발

은 굵기에 따라 연모와 경모로 나뉘는데 연모는 30 m 이하이

고 주로 유아의 모발에서 볼 수 있으며, 경모는 60~140 m로

경모 중에서 60~65 m를 가는 모발, 65~80 m를 중간모발, 80

m 이상의 모발을 굵은 모발로 정의한다. 또한, 동양인의 모발

굵기는 50~150 m이다(Jeon, 2019). 

청국장 식이가 중년 여성의 모발 굵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시험 전과 후에 접촉식 두피모발진단기를 이용하여

200배율로 두피의 단위면적(1 cm × 1 cm)당 존재하는 모발의

굵기를 촬영하였으며, digital micrometer (MDC-25PJ, Mitutoyo

Co., Japan)를 이용하여 시료모발의 모발 굵기를 측정하였다

(Table 2, Fig. 4, Fig. 5). C군은 사전 0.05±0.01에서 사후

0.04±0.02로 20%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군은 사전 0.06±0.01에서 사후 0.07±0.01로

16.67% 증가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었다(p<.05). 이처럼

모발 굵기의 변화는 C군의 경우 감소경향을 보였고, E군에서

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여(p<.05) C군과 비교하여 변화 차이는

36.67%로 나타났다.

C군의 경우 노화세포 증가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와 소화흡

수력의 저하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모발에 관여하

는 각종 효소의 활성저해와 단백질 합성능력의 저하로 모모세

포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여 모발이 가늘어지고 약

해진 것으로 보인다(Lee & Kim, 2005). 그리고 적절한 피지 분

비는 생물학적으로 피부를 보호하여 건강하게 유지해주지만

시험 중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피지선을 자극

하여 피지분비량이 과다하게 증가하였다(Son, 2005). 이는 이

물질이 부착되기 쉬워 두피 상태가 불청결해지기 때문에 모발

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군

은 이러한 요인에 의해 모발 굵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청국장의 주원료인 콩은 단백질, 지방질, 식이섬유 그리고

여러 유용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발효식품 중 영양학적 가치가

높다(Eom et al., 2009). 그리고 대두의 isoflavone 생리활성 기

능에서 중요한 성분인 genistein은 estrogen receptor와 결합하여

심혈관계질환 개선, 항산화 효과 그리고 androgen의 활성을 억

제하여 두피 염증 완화 효과가 있다. 또한, 대두의 생리활성 물

질은 모발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공급하고 안드로겐성 탈모증

을 개선하여 육모, 양모, 탈모방지 효과를 나타낸다(Kim et al.,

2010). 따라서, E군의 경우 이와 같은 요인으로 모발 굵기가 증

Fig. 4. Comparing the changes of thickness of hair between C group

and E group.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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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4) 모발의 인장강도 변화

모발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늘어나

면서 끊어지게 되는데, 이때 끊어지기 전까지 부하된 하중을

인장강도라고 한다(Choi & Jin, 2019). 모발의 인장강도를 측정

할 때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데, 일반적으로 온도 25oC, 습도 65%를 표준으로 한다(Lee &

Chang, 2019). 그리고 건강한 모발 한 올의 인장강도는 150 gf/

strand이다(Korea Scalp Hair Institution, 2005). 

청국장 식이가 중년 여성 모발의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험 전과 후에 만능재료강도시험기를 이용하여

모발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Table 2, Fig. 6). C군은 사전

116.95±0.08에서 사후 115.88±1.84로 0.91% 감소경향을 보였

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군은 사전

116.96±0.87에서 사후 120.19±3.25로 2.76% 증가하여 유의미

한 변화를 나타내었다(p<.05). 이처럼 모발 인장강도의 변화는

C군의 경우 감소경향을 보였고, E군에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하

여(p<.05) C군과 비교하여 변화 차이는 3.67%로 나타났다.

C군의 경우 환경오염, 모발의 화학적 시술, 정신적인 스트레

스로 인해 두피의 민감한 반응으로 모발 손상과 탈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Lee, 2004).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으로 두피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활성산소종을 만드는 광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 피부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주어 생체구성성분의 손상

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Park, 1997). 따라서, 이러한 요인에

의해 C군의 경우 모발의 인장강도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모발의 구성성분은 80~90%의 Keratin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는 지질, 수분, 멜라닌 색소 그리고 미량원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Rao et al., 1998). 이처럼 keratin은 모발의 주성분으로 약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며 그중 cystine이 17~18%를 차

지하고 있다(Shinohara and Padis, 1936). 이러한 모발과 콩 단

백질의 아미노산 단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콩에 함유되어 있는

Fig. 5. Thickness of hair of unit area (1 cm × 1 cm)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Abbreviations: 1, 2, 3, control group (before); 1-a, 2-a, 3-a, control group (after); 4, 5, 6, experimental group (before); 4-a, 5-a, 6-a,

experimental group (after).

Fig. 6. Comparing the changes of tensile strength of hair between C

group and E group.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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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이 모발에도 함유되어 있다(Choi et al., 2010). 따라서,

E군의 경우 콩을 발효하여 만들어진 생청국장을 섭취한 후 청

국장의 소화 및 흡수 작용에 의해 모발 손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쳐 간충물질의 결합력을 강화하여 인장강도가 증가한 것

으로 생각된다.

5) 모발의 흡광도 변화

모발의 모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는 다수의 매크로피

브릴과 intermacrofibril (IMF)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피질 세포

사이에는 세포 간충물질인 세포막복합체(cell membrane

complex, CMC)가 있는데 이는 세포막을 접착하는 접착제 역

할을 하고 있다(Kim, 2010). 이와 같은 모발은 전자현미경 상에

서 모표피 세포가 일정한 간격으로 돌출되어 형성된 비늘

(Scale)에 의해 덮여있어 마치 지붕의 기와장과 같은 모양을 하

고 있으며, 모발은 여러 손상요인에 의해 모표피 세포가 분리

되기 시작하고 세포의 내부에는 구멍을 형성하여 다공성 손상

모발이 된다(Roh, 2010). 청국장 식이가 중년 여성 모발의 흡광

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험 전과 후에 메틸렌블루

(methylene blue, MB) 염색법으로 시료 모발을 염색한 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660 nm에서 측정하였다(Table 2,

Fig. 7). 이러한 흡광도 측정 방법에 의해 모표피의 다공성 상태

를 평가하였으며, 흡광도가 높을수록 모표피의 다공성 정도가

많고 손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Lim, 2018). C군은 사전

0.03±0.01에서 사후 0.04±0.02로 33.33% 증가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군은 사전 0.03±0.01

에서 사후 0.01±0.01로 66.67% 감소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

내었다(p<.01). 이처럼 모발의 흡광도 변화는 C군의 경우 증가

경향을 보였고, E군에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여(p<.01) C군과

비교하여 변화 차이는 100.00%로 나타났다. 

C군의 경우 중년여성의 노화현상과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두

피 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모발 상태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상시험 중 계절적인 영향

으로 자외선에 의해 단백질로 이루어진 모발의 손상과 노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Ha, 2020). 이처럼 모발이 손상되면 먼

저 모표피의 비늘간 간충물질인 세포간접착물질(intercellular

cement)이 손상되며, 모표피와 모피질 사이의 세포막복합체의

분리 현상으로 이어지고, 모피질내 비결정영역인 세포막복합

체, IMF, 기질이 파괴되어 모발 손상이 더욱 심해진다(Song et

al., 2006). 따라서, C군의 경우 모발의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 모발의 흡광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콩은 아미노산, 지방질, 무기질, 비타민, 멜라닌 색소, 수분

등의 영양성분과 여러 기능성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발

은 아미노산, 지질, 멜라닌 색소, 미량원소, 수분 등으로 이루어

져 콩과 모발의 양양학적 구성 성분이 유사하여 생청국장을 섭

취한 E군의 모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Lee, 2003). 또한, 단백질 공급원인 콩을 발효한 생청국장을 섭

취하게 되면 장내 소화기관의 소화 및 흡수율과 단백질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모발의 구성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모

발의 흡광도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Hwang et al., 2015).

6) 모발의 표면색도 변화

모발의 내부구조는 연필의 단면과 같은 모양으로 3개의 층

으로 되어있다. 각각의 층은 모두 케라틴 단백질 성분으로 구

성되어 있지만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다(Lee, 2008). 이중 모피

질은 모발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모발의 색상을

결정하는 과립상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 이러한 멜라닌

색소에 의해 머리카락의 색상이 결정된다(Lee & Choi, 2005). 

청국장 식이가 중년 여성 모발의 표면색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험 전과 후에 색차계를 이용하여 시료 모발의 표

면색을 CIE Lab 표색계의 명도지수(L*), 적색도(a*), 황색도(b*)

값으로 측정하였다(Table 2, Fig. 8-1~8-3). 두 그룹의 모발 명도

지수(L*)값을 보면 C군은 사전 22.08±1.32에서 사후 22.09±1.33

으로 0.05% 증가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E군은 사전 22.07±1.13에서 사후 21.92±1.13으로

0.68% 감소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었다(p<.05). 이처럼

모발의 명도지수(L*) 변화는 C군의 경우 증가경향을 보였고, E

군에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여(p<.05) C군과 비교하여 변화

차이는 0.73%로 나타났다. 

모발의 적색도(a*)값을 보면 C군은 사전 2.87±0.28에서 사후

2.90±0.34로 1.05% 증가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E군은 사전 2.79±0.41에서 사후 2.71±0.36

으로 2.87% 감소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었다(p<.05). 이

처럼 모발의 적색도(a*) 변화는 C군의 경우 증가경향을 보였고,

E군에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여(p<.05) C군과 비교하여 변화

차이는 3.92%로 나타났다.

Fig. 7. Comparing the changes of absorbance of hair between C

group and E group.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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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의 황색도(b*)값을 보면 C군은 사전 3.32±0.42에서 사후

3.34±0.41로 0.60% 증가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E군은 사전 3.35±0.28에서 사후 3.29±0.28

로 1.79% 감소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었다(p<.05). 이처

럼 모발의 황색도(b*) 변화는 C군의 경우 증가경향을 보였고, E

군에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여(p<.05) C군과 비교하여 변화

차이는 2.39%로 나타났다.

C군의 경우 임상시험 중 계절적인 영향으로 태양광의 자외

선인 UVA, UVB, UVC에 의한 모발 멜라닌 과립의 손상으로

모발의 표면색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발 표면의 α-keratin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인 cystine,

methionine, tryptophan, tyrosine, histidine은 자외선에 의한 광화

학 분해에 민감하며, 이러한 광산화 반응은 모발 안료의 분해

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Lee, 2013). 따라서, C군의 경우 태양

광의 복사선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

에 의한 모발의 노화로 모발 표면의 명도지수(L*), 적색도(a*),

황색도(b*)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E군의 경우 생청국장을 섭취하여 중년여성의 노화현상과 영

양 불균형 등에 의해 악화된 두피와 모발 상태를 개선한 것으

로 보인다. Park et al. (2010)은 검은콩을 포함한 추출물을 활용

한 제품으로 노화모발의 재생 효과와 모발의 선명도를 확인하

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E군은 생청국장 섭취에 의해 모발의 멜

라닌 색소 입자인 페오멜라닌의 함량이 줄어들고 유멜라닌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Hwang & Kang, 2014). 따라서, E군은

명도지수(L*), 적색도(a*), 황색도(b*)값이 감소하여 모발이 선

명해지고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청국장 식이가 40~60대 중년여성의 모발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2주의 기

간 동안 실험하였다. 연구 대상자 20명을 한 연령대에 치우치

지 않도록 구성하여 대조군(C) 10명, 실험군(E) 10명으로 나누

었다. 그리고 대조군(C)과 실험군(E)은 평소 식사 습관을 유지

한 상태에서 실험군(E)이 시험 기간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생

청국장 50 g을 1회 섭취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시험 전후의 대

조군과 실험군의 모발 상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면적당 모발개수의 시험 전후 변화는 C군은 사전

95.25±0.89에서 사후 92.13±5.91로 3.28%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군은 사전 95.38±0.92

에서 사후 99.88±5.03로 4.72% 증가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

내었다(p<.05).

둘째, 모낭당 모발개수의 시험 전후 변화는 C군은 사전

1.41±0.08에서 사후 1.33±0.22로 5.63%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군은 사전 1.40±0.12

에서 사후 1.59±0.17로 13.57% 증가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

내었다(p<.05). 

Fig. 8-1. Comparing the changes of brightness (L*) of hair between
C group and E group.

Fig. 8-2. Comparing the changes of redness (a*) of hair between C
group and E group.

Fig. 8-3. Comparing the changes of yellowness (b*) of hair between
C group and E group.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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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발 굵기의 시험 전후 변화는 C군은 사전 0.05±0.01

에서 사후 0.04±0.02로 20%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군은 사전 0.06±0.01에서 사후

0.07±0.01로 16.67% 증가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p<.05). 

넷째, 모발 인장강도의 시험 전후 변화는 C군은 사전

116.95±0.08에서 사후 115.88±1.84로 0.91% 감소경향을 보였

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군은 사전

116.96±0.87에서 사후 120.19±3.25로 2.76% 증가하여 유의미

한 변화를 나타내었다(p<.05). 

다섯째, 모발 흡광도의 시험 전후 변화는 C군은 사전

0.03±0.01에서 사후 0.04±0.02로 33.33% 증가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군은 사전 0.03±0.01

에서 사후 0.01±0.01로 66.67% 감소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

내었다(p<.01). 

여섯째, 모발 표면색도의 시험 전후 변화는 명도지수(L*)의

경우 C군은 사전 22.08±1.32에서 사후 22.09±1.33으로 0.05%

증가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E군은 사전 22.07±1.13에서 사후 21.92±1.13으로 0.68% 감

소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었다(p<.05). 적색도(a*)의 경우

C군은 사전 2.87±0.28에서 사후 2.90±0.34로 1.05% 증가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군은 사

전 2.79±0.41에서 사후 2.71±0.36으로 2.87% 감소하여 유의미

한 변화를 나타내었다(p<.05). 그리고 황색도(b*)의 경우 C군은

사전 3.32±0.42에서 사후 3.34±0.41로 0.60% 증가경향을 보였

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E군은 사전

3.35±0.28에서 사후 3.29±0.28로 1.79% 감소하여 유의미한 변

화를 나타내었다(p<.05).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생청국장 식이는 갱년기 증상을 겪

고 있는 중년여성의 불균형한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식이요법

으로 중년여성의 모발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모발에 생

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중년여성의 모발 관리는 외모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

선하여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표본의 수가 적고 연구 기간이

짧아 임상시험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생청국

장 식이는 특유의 맛과 향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후속 연구로 모발의 유형별 특징에 따라 생청국장 식이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던 생청

국장을 통한 모발의 호전효과를 바탕으로 모발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의 개발과 더 나아가 모발 제품의 소재로서의 활

용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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