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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tro 및 in vivo에서 검은콩 추출물의 육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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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Growth Promoting Effect of Black Soybean Extract
In Vitro and In 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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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commonly believed that black soybean (Glycine max: BB) prevents and alleviates hair loss. However, few
studies have directly assessed the effect of BB on hair growth. We presently evaluated the mitosis induction on dermal
papillae cell and mitogenic effect on NIH3T3 cells in vitro. To elucidate the hair growth promoting effect in vivo, anagen
induction and hair restoration were examined in a shaving model of C57BL/6 mice. We also conducted biochemical
analysis of blood plasma. Significant stimulation of dermal papillae and NIH3T3 cell proliferation were observed by
treatment of BB in a dose-dependent manner. BB markedly promoted hair growth and significantly improved blood total
antioxidant capacity and reduced lipid peroxidation and triglyceride level. These results suggest that BB has hair growth
promoting effect and it is a potent candidate for the prevention of hair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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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모발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anagen phase,

3-6년), 퇴행기(catagen phase, 2-3주), 휴지기(telogen phase, 2-4개

월)로 주기가 구분되며 이러한 주기를 평생 동안 10-20회 정도

반복한다. 전체 모발의 80-90% 정도의 모발은 성장기의 모발이

고, 5%는 성장이 멈추고 모구부가 축소되면서 대사 과정이 늦어

지는 퇴행기이며, 나머지 10% 정도가 모유두가 활동을 멈추고

모낭이 수축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며 모발의 성장이 멈추는 휴

지기로 정상인은 하루 평균 50-100여 개의 모발이 빠진다(1,2).

탈모는 특정 이유로 인해 모발성장주기의 휴지기가 길어지거

나 전체 모낭 중 휴지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정상적인 모발 탈락

에 비해 과도한 모발 탈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3). 탈

모는 과다한 스트레스, 영양결핍, 두피의 국소 감염, 남성 호르몬

에 의한 모포 기능의 저하, 두피 생리 기능의 저하, 모발 관리

제품의 잘못된 사용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트레

스 증가와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인해 탈모 인구가 크게 증가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년 남성뿐 아니라 젊은 층과 여성층에도

탈모 예방과 양모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4).

탈모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정

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다. 최근에는 생화학적, 분자 생물학

적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탈모의 원인 및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탈모 치료 및 모발 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현재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약물로는 minoxidil과 finasteride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 두 제품은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다. Minoxidil은 원래 고혈압 치료

를 위한 혈관 확장제로 개발되었고 그 발모 효과에 대한 작용 기

전은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혈관 확장을 통한 영

양 공급 증가 및 K+ channel opening 효과 등이 모발 성장을 유

도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5,6). Finasteride는 testosterone을

dihydrotestosteron(DHT)으로 전환시키는 환원 효소인 5α-reductase

의 활성을 억제시킴으로써 DHT에 의한 모낭 세포의 사멸을 방

지하는 효과를 갖는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증을 예방하는 발모제

이다(7,8).

최근 탈모 방지제 및 발모제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여러 가

지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효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탈모방지제

의 개발은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로부터 탈모를 예

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진 검은콩의 탈모 방지 및 육모 촉진 효과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검은콩은 단백질의 주공급원으로 모발 성

장에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cysteine)이 함유되어 있어 탈모를 방

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검은콩에는

다량의 단백질 외에도 lecithin, phytoestrogen, 불포화지방산, antho-

cyanins 등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 항암 작용, 항비만 작

용, estrogenic 활성 작용, 면역조절 작용 등 다양한 약리 작용을

나타낸다(11-16). 또한 검은콩은 혈전 생성 억제를 통한 혈액 순

환 개선효과를 가지며 검은콩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E와 불포

화 지방산, anthocyanins은 혈관을 확장시켜 말초혈관의 혈액순환

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과도 보고된 바 있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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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검은콩이 두피 혈액 순환 개선

을 통해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여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고 추정되고 민간에서 탈모 예방 식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만 검은콩 추출물을 이용하여 검은콩이 모발의 주기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20%(v/v)의 에탄올 용액을 이용하여 추출한 검

은콩 추출물이 모발의 주기에 관여하는 모유두 세포의 성장 촉

진과 모세 혈관 확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C57BL/6

모델을 이용하여 검은콩 추출물의 경구 섭취가 탈모 예방 및 모

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2% minoxidil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천연물의 경우 어떠한 추출 용매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추출물

의 특성이 달라져 같은 천연물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생리 활

성이 차이가 날 수 있다(19). 20%(v/v)의 에탄올 용액을 이용하

여 추출한 검은콩 추출물이 50, 70%(v/v)의 에탄올 용액을 이용

하여 추출한 추출물보다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높아 혈

액 순환 개선 효과가 더욱 우수하다는 Kim 등(17)의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v/v)의 에탄올 용액을 이용하여

추출한 검은콩 추출물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준비

검은콩(서리태)은 충북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을 구매하여 사용

하였다. 건조된 검은콩 1 kg을 50oC의 온도에서 20%(v/v)의 에탄

올 용액 10 L에 침지하여 5시간 동안 3회 환류 추출한 다음, 상

온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추출액을 여과하여 감압 농축하

고 동결 건조하여 분말 시료를 제조하였다. 평균 수율은 18.3%

이었으며, 조제된 분말은 사용시까지 저온에서 보관하였다.

모유두 세포의 증식 활성

모유두 세포의 증식 활성은 temperature sensitive T antigen을

암호화한 polyomavirus large T 유전자를 PVG rat의 vibrissa der-

mal papilla cell에 transfection하여 만든 PVGDPLTtsa 6(DP 6)

세포주를 Dr. W. Filsell(University of Cambridge, UK)로부터 기

증받아 평가에 사용하였다(20). 세포 배양에 사용한 배지는

DMEM(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Hyclone, Dallas,

TX, USA) 배지에 10% FBS(fetal bovine serum; Hyclone)와 1%

penicillin-streptomycin(Sigma Aldrich, St. Louis, MO, USA)을 첨

가하여 기본 배지로 사용하였고, 37oC, 5% CO
2
 조건 하에서 배

양하였다. 모유두 세포를 96 well-plate에 한 well당 1×104 개로

분주하여 약 80%의 confluency에 도달할 때까지 10% FBS가 들

어있는 배지에서 약 24시간 배양하였다. 시료의 처리는 검은콩

추출물을 dimethyl sulfoxide(DMSO)에 용해시킨 후, 5% FBS로

serum 함량을 맞춘 DMEM 배지로 순차적 희석(serial dilution)하

여 검은콩 추출물의 최종 농도가 0.1, 1, 10 ppm이 되도록 하여

well당 200 µL의 양으로 배지를 조절하여 배양기에서 72시간 배

양하였다. 세포의 증식과 사멸은 MTT(tetrazole; Sigma Aldrich)

assay에 의해 평가하였다. MTT 염색 용액(15 µL of 5 mg/mL)을

각 well에 첨가하고 4시간 배양 후 DMSO를 넣어 발색하고

515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모세 혈관 확장 효과 평가

모세 혈관 확장 효과는 NIH3T3 cell(ATCC, Manassas, VA,

USA)을 이용하여 K+ channel opening을 indirect하게 평가하는 방

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세포 배양에 사용한 배지는 10% FCS

(fetal calf serum; Hyclone)을 포함하며 항생제를 포함하지 않는

DMEM 배지를 기본 배지로 사용하였고, 37oC, 5% CO
2
 조건 하

에서 배양하였다. NIH3T3 cell을 24 well-plate에 한 well당 1×104

개로 분주하여 10% FCS가 들어있는 배지에서 약 24시간 배양한

후, 5% FCS가 포함된 새로운 배지에 검은콩 추출물의 최종 농도

가 0.1, 1, 10 ppm이 되도록 희석하여 처리하고 72시간 배양하였

다. 세포의 증식은 cell counting kit(CCK-8; Dojindo Molecular

Tech, Kumamoto, Japan)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C57BL/6 마우스의 성장기 모낭 유도 평가

실험동물 및 사육관리: 실험 동물은 평균 체중 18-20 g의 생후

47-53일된 암컷 C57BL/6를 Charles River Laboratories(Wilming-

ton, MA,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동물 입수 후 검

역과 일주일간의 순화 기간을 거치도록 하였다. 실험 동물의 사

육환경은 온도(23±2oC), 습도(55±10%), 그리고 12시간 light/dark

cycle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실험동물 사육관리는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험

은 Amorepacifi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실험군 및 실험물질 처리: C57BL/6 마우스의 등 부위 털을

electric shaver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그 중 등 부위 피부가 양호

한 마우스들을 골라 한 군당 7마리의 마우스가 포함되도록 3개

의 군으로 나누어 별도의 케이스에서 사육하였다. 정상군과

minoxidil 처리군은 일반 사료를 급여하고 검은콩 추출물 섭취군

은 검은콩 추출물이 0.5%로 포함되도록 일반 사료와 검은콩 추

출물 시료를 배합한 고형 배합 사료(Feedlab Korea, Seoul, Korea)

를 급여하여 사육하였다. 7마리의 각 군의 실험동물은 한 cage에

서 사육하였으며 식이와 물은 자유롭게 먹도록 하였다. 양성 대

조군으로 사용한 minoxidil 처리군은 minoxidil(Laboratory MAG

S.P.A., Milano, Italy)을 70% propylene glycol과 30% EtOH로 구

성된 vehicle에 2%의 농도로 녹여서 일주일에 5일간 하루 2회

50 µL씩 제모된 부위에 도포하였다. 정상군과 검은콩 추출물 섭

취군은 vehicle을 동일한 방법으로 도포하였다.

육모 효과 평가: 시험 개시 4주차부터 매주 제모 부위 변화를

관찰하고 모발의 길이 및 모발 생장 정도에 따라 점수를 0-6까

지 부가하여 육안 평가하였다(Table 1). 또한 제모 부위에 새로

성장한 각 마우스의 모발을 electric shaver로 수거하여 무게를 측

정하였다.

혈액 분석: 6주의 실험기간 종료 24시간 전에 절식을 한 후,

각 실험군의 실험 동물로부터 안구의 혈관에서 안와정맥총 채혈

방법을 통하여 혈액 샘플을 채취하였으며, 이를 원심분리기를 이

용하여(1,000×g, 10분)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하였고 상등액을 취

하여 1.7 mL 마이크로 E-튜브(micro E-tube)에 담아 분석 직전까

지 냉동 시켜 보관하였다.

혈액의 총항산화능 평가: 혈액의 총 항산화능은 Miller 등(21,22)

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ABTS(2,2'-Azino-bis(3-ethylbenzthi-

azoline 6-sulfonic acid);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를

pH 5.0인 0.05 M의 phosphate-citrate 버퍼에 최종 농도가 150 µM

이 되도록 첨가하여 ABTS 용액을 제조하였다. 상기 ABTS 용액

에 과산화수소(H
2
O

2
)와 peroxidase(Sigma Aldrich)를 각기 75 µM

과 2.5 µM이 되도록 첨가하여 반응시켜 ABTS 라디칼(ABT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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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였다. 혈장 샘플을 pH 5.0인 0.05 M의 phosphate-citrate 버

퍼를 이용하여 5배 희석한 후, 96 well plate에 각 희석 샘플

20 µL를 180 µL의 ABTS 라디칼 용액에 첨가하여 완전히 혼합되

도록 하였다. Plate를 상온에서 차광시킨 다음 20분간 반응시키

고, 반응이 완료된 후 405 nm에서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pH 5.0인 0.05 M의 phosphate-citrate 버퍼에 Trolox

(Sigma Aldrich)를 최종농도가 10, 2, 1 mM, 100 µM 및 10 µM가

되도록 첨가하여 Trolox 시료를 제조한 다음 상기 ABTS 라디칼

용액을 사용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시키고 흡광도를 측

정하여 standard curve를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도출된 수학식을

이용하여 혈장샘플의 자유기 소거능을 TEAC(Trolox Equivalence

Antioxidant Activity) 값으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혈액 지질 과산화 분석: 혈액의 지질 과산화 정도는 MDA assay

kit(MDA-01; Northewest life science specialties LLC, Vancouver,

WA, US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혈액 지질 분석: Selectra E Clinical Analyzer(Vital Scientific

NV, Dieren, Netherlands)를 이용하여 혈액내의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의 농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의 통계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

다. 모든 결과는 각 실험군의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 각

군의 유의성은 p<0.05 수준으로 ANOVA와 LSD test에 의해 검

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모유두 세포의 증식 활성

검은콩은 한의학 문헌에 의하면 양질의 단백질과 칼륨, 칼슘,

철분 등의 미네랄류, 비타민 B군, E 등이 풍부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을 건강하게 하

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오래 전부터 탈모 예방에 좋은

식품이라고 여겨져 왔다(23-24). 20%(v/v)의 에탄올 용액을 이용

하여 추출한 검은콩 추출물을 쥐의 수염에서 분리하여 immortal-

ization시킨 모유두 세포주(DP 6)의 증식 촉진능을 살펴보았다. 검

은콩 추출물을 다양한 농도 (0.1, 1, 10 ppm)으로 처리하여 control

과의 상대적 증식 촉진능을 평가한 결과, 검은콩 추출물 10 ppm

을 처리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모유두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p<0.05). 또한 0.1 또는 1 ppm을 처리하였을 때도

유의적이진 않지만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는 양상이 관찰 되었

으며 그 효과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

모세 혈관 확장 효과 평가

두피 모세 혈관의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 모근의 상피 세포에

영양이 원활이 공급되고 모근을 자극하여 육모가 촉진되며 굵고

건강한 모발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25,26). 대표적인 탈

모 예방 및 탈모 증상 치료제인 minoxidil은 질소 화합물로서 K+

channel에 작용하여 혈관을 팽창시키고 모발의 성장을 촉진 시키

는 효과를 갖는다(27). K+ channel이 열리게 되면 mitogenesis 활

성화 및 vascular smooth muscle relax를 통한 vasodilation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한편, K+ channel이 막히면 NIH3T3 cell의 증식

이 저해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료 처리에 의해 NIH3T3

cell의 증식이 촉진되면, K+ channel이 열린다고 추정할 수 있고,

나아가 혈관 확장이 촉진된다고 볼 수 있다(28). 검은콩 추출물

이 NIH3T3 cell의 증식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모세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평가한 결과, 검은콩 추출물의

처리가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NIH3T3 cell의 증식을 촉진시

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검은콩 추출물이 민간에서 알려지고 널리 믿어지는 것처

럼 모세 혈관을 확장하고 두피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육모를 촉

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C57BL/6 마우스의 성장기 모낭 유도 평가

검은콩 추출물의 모유두 세포 증식 촉진 활성과 모세혈관 확

장 효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검은콩 추출물이 성장기 모낭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C57BL/6 모델을 이

Table 1. Anagen induction and hair restoration grades of C57BL/6 mouse alopecia model

Index of hair restoration Description

0 No change

1 0-30% of the shaved dorsal area skin color turns into black

2 30-70% of the shaved dorsal area skin color turns into black

3 70-100% of the shaved dorsal area skin color turns into black or hair covers 0-30% of the shaved dorsal area

4 70-100% of the shaved dorsal area skin color turns into black or hair covers 30-70% of the shaved dorsal area

5 70-100% of the shaved dorsal area skin color turns into black or hair covers 70-90% of the shaved dorsal area

6 70-100% of the shaved dorsal area skin color turns into black or hair covers 90-100% of the shaved dorsal area

Fig. 1 Relative growth stimulations of rat vibrissa dermal
papillar cell (PVGDPLTtsa 6: DP 6) by black soybean extract.

DP 6 were treated with different dosage of black soybean (0.1, 1, and
10 ppm) for 72 h. Values represent the relative growth rate ratio of
black soybean treated group to that of the normal control.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D.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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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기능성 물질의 육모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동물 육모 평가 모델 중에서 C57BL/6 마우

스 모델을 이용하여 휴지기에서 성장기로의 모발 주기 유도를 측

정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26,29). C57BL/6 마우스는 생

후 45-49일이 지나면 마우스의 모낭은 2번째 휴지기를 거치게 되

며, 이 기간에는 마우스 개체별로 동일한 모낭 주기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모낭 주기를 조절하는 물질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30,31). 성장기 모낭 유도 효과는 모발의 생장 및 복원 정도를

육안 평가하고, 모발의 무게 측정을 통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양성 대조군은 minoxidil로 minoxidil은 혈관의 확장 및

혈관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모낭에 원활한 혈액 공급을 통해 모

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경피 육모제이다(5,6). 검은콩

추출물이 이와 유사한 작용을 통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

대하여 minoxidil을 2% 농도로 vehicle(70% propylene glycol,

30% EtOH)에 녹여서 경피 도포한 것을 양성 대조군으로 하여

검은콩 추출물의 섭취가 성장기 모낭을 유도하는 효과를 비교 평

가하였다.

또한 우수한 항산화 물질인 이소플라본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검은콩 추출물이 혈액의 항산화능을 개선하고 혈중 지질을 감소

시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혈액의 총 항산화능과 지질 과산화 정도를 평

가하고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의 양을 분석하였다(32).

각 군간의 음수 및 사료 섭취량, 체중은 control과 비교하여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특별한 임상 증상 역시 관찰되지 않았

다. 검은콩 추출물의 섭취에 따른 초기의 성장기 모낭 유도능은

minoxidil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4주

차 이후 급속하게 성장기 모낭이 유도가 증가되면서 5주차에는

minoxidil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었고, 시험이 종료된 6주

차에는 군내 대부분의 마우스 등의 90% 이상 부위에서 성장기

모낭이 유도되어 모발이 자라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육안

평가에 따른 각 군의 평균 값은 minoxidil 처리군과 검은콩 추출

물 섭취군 각각 시험 종료 시 5.7과 5.8로 control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우수한 성장기 모낭을 촉진 효과를 나타냈다(Fig.

3A, p<0.05). 제모한 등 부위에 새로 자라나온 모발의 무게를 측

정한 결과, 32.8 mg인 control과 비교하여 minoxidil 처리군은 77.1

Fig. 3 Comparative anagen induction and hair restoration of female C57BL/6 mice by black soybean supplementation. Comparative
anagen induction and hair restoration of female C57BL/6 mice black soybean supplementation or topical application of 2% minoxidil solution
were monitored in a time-dependent manner for 6 weeks. (A) visual score, (B) hair weight, (C) hair regrowth. Values represent the mean±S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ach group’s visual scores were analyzed separately for each week.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2 Relative growth stimulations of NIH 3T3 cells by black
soybean extract. NIH 3T3 cells were grown in medium containing
5% FCS supplemented with different dosage of black soybean (0.1,
1, and 10 ppm) in the absence of penicillin and streptomycin.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D.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검은콩 추출물의 육모 효과 751

mg, 검은콩 추출물 섭취군은 74.3 mg으로 유의적인 모발 성장 촉

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3B, p<0.05). 초기부터 모발이

자라나온 minoxidil 처리군의 모발 길이가 검은콩 추출물 섭취군

보다 길어 모발 무게의 평균값이 다소 높았지만 minoxidil 처리

군과 검은콩 추출물 섭취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어 검은콩

추출물의 섭취가 minoxidil의 처리와 동등하게 우수한 모발 성장

촉진 효과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Fig. 3).

혈액의 총 항산화능을 평가한 결과 검은콩 추출물의 섭취로 인

해 혈액의 총 항산화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지질 과산화 정

도가 감소한 반면, minoxidil 처리에 의해서는 총 항산화능이 다

소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나 유의적인 개선 효과는 없었다

(Fig. 4A, 4B). 또한, 혈중 지질 분석을 통해 검은콩 추출물이 중

성 지질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5A). 혈중 총 콜레스테롤의 양은 minoxidil 처리와 검

은콩 추출물의 섭취에 의해서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Fig 5B).

이상의 혈액 분석 결과를 통해 검은콩 추출물이 혈액 항산화능

을 개선함으로써 모낭의 주기를 불규칙하게 하고 탈모를 유발하

는 원인이 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

를 가짐으로써 탈모 예방 효과를 나타냄을 예상할 수 있다(33).

또, 혈중 중성 지질을 감소시킴으로써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 순

환을 개선하여 두피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모발에 영양을 원

활히 공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

한 효과는 경피 도포를 통해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

는 minoxidil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검은콩 추출물을

경구로 섭취하였을 때 나타나는 부가적이고 특징적인 결과인 것

으로 추정된다.

종합적으로, 검은콩 추출물은 모유두 세포를 활성화하고 모세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의 상태를 개선해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함

으로써 성장기 모낭을 유도하여 탈모의 진행을 억제하고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 산업화 및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로 고민하고 있

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경피 도포용 minoxidil과 경구 투여용 finasteride의

경우 약물 요법 기간에만 효과가 있으며 장기간 치료 시에는 피

부염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탈모제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34,35). 오랜 시간 식품으로 섭취되어온

검은콩의 경우 그러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본 연

구를 통해 확인한 우수한 탈모 예방 및 육모 효과를 바탕으로 검

은콩 추출물이 우수한 탈모 치료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검은콩의 육모 촉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

은콩 추출물을 이용하여 모유두 세포의 성장 촉진과 모세혈관 확

Fig. 5 Effect of black soybean extract on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in mice. At the end of a 6 week oral administration of black
soybean extract,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orbital sinus in heparinized tubes and centrifuged for plasma separation to measure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were measured by using a Selectra E clinical analyzer. (A) total cholesterol,
(B) triglyceride.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D.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4 Effect of black soybean supplementation on the blood total antioxidant capacity (TAC) and lipid peroxidation. At the end of an 6
week oral administration of black soybean extract,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orbital sinus in heparinized tubes and centrifuged for
plasma separation to measure lipid peroxidation. The TAC was measured as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ies (TEAC) according to
Miller et al. MDA contents were analyzed as an indicator of lipid peroxidation. (A) TAC, (B) lipid peroxidation.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D.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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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C57BL/6 마우스 모델을 이용

하여 검은콩 추출물의 경구 섭취가 모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2% minoxidil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검은콩 추출물이

모유두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모세혈관을 확장 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우수한 성장기 모낭 유도 촉진 효과를 통해 모발의 성장

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혈액의 항산화능을 증가시

키고 혈중 중성 지질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어 육모 및 모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검은콩 추출물의 우수한 육모 효과를 확신하

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인체 효능 평가와 검

은콩 추출물 내의 유효 성분을 규명하는 연구가 후속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민간에서 널리 알려진 검은

콩의 육모 촉진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

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검은콩 추출물이 혈액 순환 개선 및 모

발 성장 주기 조절을 통해 모발 건강 개선 및 육모 촉진제로써

이용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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