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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antioxidative and hair-growth-promotion effects of a fer-
mented compound composed of five materials, namely Allium cepa, Cucurbita spp., Glycine max Merr., 
Pinus sylvestris leaf, and Sesamum indicum. An additional compound composed of two materials was 
composed of Allium cepa and Cucurbita spp. Antioxidative effects were measured based on DPPH radi-
cal-scavenging activity and total flavonoid content. Fermented 5-type natural compounds (5NC) 
showed higher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and flavonoid content than those of fermented 2- 
type natural compounds (2NC). Hair-growth promotion was demonstrated in vivo. Alkaline phospha-
tase (ALP), oid contentontenteptidase phospactivity, and macroscopic observation were measured. 
Experimental animal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 samples they were administered: 
water, pansildil (P-CON), 5NC, and 2NC. Samples were administered orally once a day at a fixed time 
for four weeks. Both ALP and γeeksactivity increased in the 5NC group compared with the 2NC 
group. In macroscopic observation, the P-CON group grew the most and were most similar to the 
state before shaving. The 5NC group grew hair similar to the P-CON group. In all the results, the 
5NC group showed greater antioxidative and hair-growth-promotion effects than the 2NC group. 
Consequently, 5NC could be used as an ingredient for hair-growth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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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파(Allium cepa)는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flavonoid계 

성분, 황함유화합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높은 항산화 효과

를 지니고, 모세혈관을 보호하여 혈류개선 효과, 혈중 콜레스

테롤 감소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적양파는 

안토시아닌 성분 등 생리활성 성분이 다량 함유 되어 있어 

일반 흰 양파보다 기능성이나 당도가 높아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14, 22, 24]. 늙은 호박(Cucurbita spp)은 유리당인 glucose, 

fructose와 아미노산인 serine과 aspartate 풍부하고, β-car-

otene, 비타민 A 전구물질인 카로티노이드류를 다량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1, 23]. 검은콩(Glycine 

max MERR)은 고단백, 고에너지 식품으로 발모에 필수 물질인 

시스테인(cysteine)이 함유되어 있고, 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에 의해 두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탈모 예방 및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9, 27, 

28]. 검은깨(Sesamum indicum)는 모발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

물성 에스트로겐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고, 리그난 성분인 

세사민, 세사몰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뛰어난 항산화 효과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16, 21]. 솔잎(Pinus sylvestris leaf)은 

항생물질인 테르펜과 다량의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A, 플라보

노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항균, 항암,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 등의 효과가 있고 본초강목에서 송모라고도 하며 모발을 

나게 한다고 기재되어있어 탈모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7, 

13, 31]. 식초는 음식의 맛을 높여주는 산미료로 동서양의 대표

적인 발효식품이다[10, 17]. 2단계의 발효과정을 통해 만들어

지며 당, 유기산, ester 등을 함유하고 특유의 신맛과 향을 가진

다[17, 29]. 기본적으로 조미료의 역할을 하지만 동맥경화, 피

로회복, 콜레스테롤 저하효과, 노화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식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4, 10].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 이외에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입시

나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증가, 서구화된 식생

활에 의한 영양의 불균형, 불규칙한 생활 습관, 산화적 스트레

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모발이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탈모 인구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6, 15, 20]. 모발은 뇌와 두개골을 보호하는 

완충작용 및 두피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본래의 역할 

이외에 사람의 외모, 이미지를 결정짓고 외적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는 미용학적 역할도 하고 있다[6, 8, 20, 26].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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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xing ratio of 5NC and 2NC           Ratio (%)

5NC 2NC

Allium cepa

Cucurbita spp

Glycine max MERR

Sesamum indicum

pine leaf

Red onion vinegar

45

18

7

20

5.5

4.5

67.5

27.5

0

0

0

5

5NC : Fermented Allium cepa 45%, Cucurbita spp 18%, Sesamum 

indicum 20%, Glycine max MERR. 7%, Pinus sylvestris leaf 5.5% 

and red onion vinegar 4.5%

2NC : Fermented Allium cepa 67.5%, Cucurbita spp 27.5% and 

red onion vinegar 5% 

Table 2. Experimental design of mice

Experimental

group
Dose of sample

NOR

P-CON

5NC

2NC

5 ml/kg of water-fed

100 mg/kg of pansidil

100 mg/kg of fermented 5 materials 

compound

100 mg/kg of fermented 2 materials  

compound

NOR : Water oral administration

P-CON : Pansidil oral administration

5NC : Fermented Allium cepa 45%, Cucurbita spp 18%, Sesamum 

indicum 20%, Glycine max MERR. 7%, Pinus sylvestris leaf 5.5% 

and red onion vinegar 4.5% compound oral administration

2NC : Fermented Allium cepa 67.5%, Cucurbita spp 27.5% and 

red onion vinegar 5% compound oral administration

경제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사람들의 외모, 미적인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탈모 예방과 양모를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6, 15, 30]. 이러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현재 양모 

및 탈모 치료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페시아는 남성 성

기능 장애, 미녹시딜은 심장박동증가, 심혈관계 장애,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2, 15, 26]. 현재 전 세계

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탈모 예방 및 발

모 효과를 가지는 제품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6, 

15, 26].

γ-glutamyl transpeptidase (γ-GT)는 hair follicle 세포 내의 

glutathione 대사에 관여하여 cysteine을 얻어 keratin을 합성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발 성장기에 효소 활성이 증가하

여 발모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Alkaline phospha-

tase(ALP)는 모발 생성 과정에서 hair matrix내 혈관 신생에 

관여한다는 보고와 모발이 성장기로 될 때 효소 활성이 증가

함으로 γ-GT와 함께 발모 지표인자로 사용되고 있다[8, 26, 30]. 

또한 항산화 효과가 높을수록 발모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11, 15]가 보고되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

지고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인 적양파, 늙은 호박, 검은콩, 검은

깨, 솔잎과 적양파 식초를 혼합 발효한 발효 5종 혼합물을 이

용하여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고 C57BL/6 마우스를 이용한 

발모 모델에서 육안적 관찰, 피부 효소 활성도 측정을 통해 

발효 5종 혼합물의 모발 성장 촉진제로써 개발 가능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 재료

발효 5종 혼합물과 발효 2종 혼합물은 (주)한지에서 제공받

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제조 방법은 적양파 세척하여 절단, 

건조하여 분말화시킨다. 적양파 분말을 세미, 흑설탕과 1:1:1

의 비율로 혼합하여 6개월간 숙성시켜 식초 원료를 만들고 

적양파 분말과 밀기울을 1:1의 비율로 혼합한 혼합물을 물과 

주정을 6:4 비율로 섞어 3개월간 숙성시켜 중초를 만든다. 이

렇게 만들어진 식초 원료와 중초를 섞어 6개월간 숙성시킨다. 

숙성시켜 만들어진 식초의 산도는 1.4%(w/v)이고 이 식초에 

적양파, 늙은 호박, 검은콩, 검은깨, 솔잎을 세척하여 절단, 건

조하여 분말화하여 Table 1과 같은 비율로 혼합하고 상온에서 

24시간 발효 후 70℃에서 48시간 건조 분말화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       

실험동물

(주)샘타코 바이오 코리아에서 15 g 내외의 C57BL/6 수컷

을 구입하고 7일간 적응기간을 가진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적응기간 후 물을 먹인 정상군(NOR), 판시딜(동국제약)을 먹

인 대조군(P-CON), 발효 5종 혼합물을 먹인 발효 5종군(5NC), 

발효 2종 혼합물을 먹인 발효 2종군(2NC)으로 각 군당 3마리

씩 나눴고 하루 한번 주 5일, 4주 동안 경구투여하였다. 투여용

량은 Table 2와 같은 용량으로 투여하였다. 투여 하루 전에 

1차적으로 동물 이발기를 이용하여 털을 제거해준 다음 2차적

으로 니크린(일동제약)을 이용하여 피부에 남아있는 잔털을 

모두 제거하여 실험하였다(신라대학교 동물윤리위원회에서 

승인 받음 SUACUC-2016-002.).

실험방법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은 Blois [3]의 방법을 변형하

여 실험하였다. Sample을 농도 별로 희석시킨 sample 희석액 

50 ul에 0.15 mM DPPH 용액 또는 ethanol 150 ul를 첨가한 

후 암실에서 30분간 반응 시킨다. 반응 후 517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여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Total flavonoid는 Davis [5]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 Sample과 naringin을 0.01 g/ml의 용량으로 제조한 용액 

100 ul에 diethylene glycol 1 ml, 1 N NaOH 10 ul 첨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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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Naringin을 사용하여 표준검량곡선을 작성하여 mg 

naringin equivalents (GAE)/ sample g로 나타내었다.

육안  찰

실험동물의 털이 자라난 상태를 육안적으로 관찰, 기록하기 

위해 실험기간 동안 매주 한번씩 sample 투여 전에 사진 촬영

하였다. 

Alkaline phosphatase (ALP) 활성 측정

ALP 활성 측정을 위해 피부조직과 피부조직 무게 4배량의 

PBS를 첨가, 조직균질기를 이용하여 피부조직을 파쇄하였다. 

그 다음 원심 분리하여 상층 액만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Alkaline phosphatase colorimetric assay kit (Genetex: GTX 

85593)를 구입하여 측정하였다. 

γ-glutamyl transpeptidase (γ-GT)활성 측정 
γ-GT 활성 측정을 위해 피부조직과 피부조직 무게 4배량의 

PBS를 첨가, 조직균질기를 이용하여 피부조직을 파쇄하였다. 

그 다음 원심 분리하여 상층 액만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Gamma glutamyl transferase activity colorinetric assay kit 

(Biovision: K784-100)를 구입하여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

본 실험의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 값으로 나타내었고, 통계

적 유의성은 IBM SPSS Statistics Ver. 21을 이용한 one-way 

ANOVA로 검정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s post- 

hoc test를 실시하였고 유의성은 p<0.005 또는 p<0.001로 하였

다.

결과  고찰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는 많은 시험법 중 DPPH rad-

ical 소거활성 측정은 분자 내 radical을 가지고 있는 보라색의 

DPPH가 수소나 전자를 받아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

로 비교적 간단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18, 32]. 

양파는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flavonoid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높은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적양파는 안토시아닌 

성분 등 생리활성 성분이 다량 함유 되어 있어 일반 흰 양파보

다 기능성이나 당도가 높아 이를 원료 중 하나로 선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14, 22, 24].

발효 5종 혼합물과 발효 2종 혼합물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 측정 결과는 Fig. 1과 같다. Positive control인 Gaillc acid

와 BHT (Dibutyl hydroxy toluene)는 1,000, 500, 250 및 125 

ug/ml 농도에서 92.99, 92.80, 91.68 및 91.53%, 85.26, 81.89, 

77.62 및 25.18%의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발효 5종 혼합물은 

동일한 농도에서 78.84, 74.25, 69.23 및 63.18%의 소거활성을 

나타내었고, 발효 2종 혼합물은 49.13, 40.58, 36.41 및 35.88%

의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발효 5종 혼합물과 발효 2종 혼합

물에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소거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모든 농도에서 발효 5종 혼합물은 발효 2종 혼합물보다 

높은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Rha [32] 등의 연구에 따르면 발효 옻 추출물의 DPPH radi-

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0.2, 0.4, 0.6, 0.8 및 1 mg/ml의 

농도에서 26.20±1.24, 30.30±1.52, 34.41±0.38, 37.87±1.41 및 

43.34±1.41%로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아 발효 옻과 발효 2종 혼합물보다 

발효 5종 혼합물이 높은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내어 

발효 5종 혼합물이 높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탈모의 원인 중 하나인 산화적 스트레스의 방어 기작으

로 작용하여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천연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물들은 flavonoid, lignan, 

tannin 등의 많은 페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페놀 

화합물들은 우수한 항산화 효과, 항비만 및 각종 생리활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23, 27, 32].

늙은 호박은 β-carotene, 비타민 A 전구물질인 카로티노이

드류를 다량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료 중 하나로 선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1, 23].

발효 5종 혼합물과 발효 2종 혼합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발효 5종 혼합물은 149.7 

mg/g, 발효 2종 혼합물은 144.0 mg/g으로 측정되었다. 발효 

5종 혼합물과 발효 2종 혼합물 모두 높은 총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지만 발효 5종 혼합물이 조금 더 높은 플라보노이

드를 함유하고 있다. 

Baek [2] 등의 연구에 따르면 포도주 분획물 중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이 105.1±0.93 mg/g로 85% aq. MeOH 분획물이 가

장 높은 총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었다. Jung [15] 등의 

연구에 따르면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탈모가 촉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발효 5종 혼합물이 높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발효 5종 

혼합물이 산화적 스트레스와 활성 라디칼을 저해시키는 항산

화 효과가 뛰어나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육안  찰

주 1회 일정한 시간에 사진 촬영하여 육안적으로 털이 자란 

상태를 하였다. 결과는 Fig. 3와 같다. 

제모 후 1주 동안은 모든 군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2주경과 후 NOR군에서는 1마리만 피부가 부분적으로 검

게 변하게 시작하였고, P-CON군은 실험동물 모두 전체적으

로 피부가 검게 변하였고, 5NC군은 2마리는 전체적으로 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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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5NC and 2NC. Gallic acid : positive control. BHT : positive control. 5NC : Fermented 

Allium cepa 45%, Cucurbita spp 18%, Sesamum indicum 20%, Glycine max MERR. 7%, Pinus sylvestris leaf 5.5% and red onion 

vinegar 4.5% compound. 2NC : Fermented Allium cepa 67.5%, Cucurbita spp 27.5% and red onion vinegar 5% compound. 

All the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 ± S.D. (n=4) a,b,c are different (p<0.001) group by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post hoc tests

Fig. 2. Contents of flavonoid in 5NC and 2NC. 5NC : Fermented 

Allium cepa 45%, Cucurbita spp 18%, Sesamum indicum 

20%, Glycine max MERR. 7%, Pinus sylvestris leaf 5.5% 

and red onion vinegar 4.5% compound. 2NC : Fermented 

Allium cepa 67.5%, Cucurbita spp 27.5% and red onion vin-

egar 5% compound. All the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 ± S.D. (n=4) a,b,c are different (p<0.001) group 

by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post hoc 

tests.

변하였지만 1마리는 부분적으로 변하였다. 2NC는 모든 실험

동물이 부분적으로 피부가 검게 변하였다. 3주경과 후 NOR군 

중 1마리는 피부가 검게 변하기 시작하였고, 2마리는 일부분

만 제외하고 털이 자랐다. P-CON군 중 2마리는 제모하기 전

과 같은 수준으로 털이 검고 길게 자랐고 1마리는 일부분을 

제외하고 제모하기 전과 같이 검고 길게 털이 자랐다. 5NC군

은 2마리는 P-CON군과 같이 제모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털이 

길게 자랐고, 1마리는 일부분은 털이 자랐고 털이 자라지 않은 

부분은 피부가 검게 변하였다. 4주 경과 후 NOR군은 일부분

을 제외하고는 털이 자랐고, P-CON군은 모든 실험동물이 피

부가 보이지 않고 제모 전과 같은 상태로 털이 자랐다. 5NC군

도 실험동물 모두 제모 전과 같은 상태로 털이 길게 자랐다. 

2NC군은 2마리는 제모한 등 피부가 보이지 않을 만큼 털이 

길게 자랐으며, 1마리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제모하지 않은 

상태와 동일하게 털이 길게 자랐다. P-CON, 5NC, 2NC군 모

두 NOR군보다 털이 빠르고 왕성하게 자랐으며, 그 중 5NC는 

P-CON군과 유사할 정도로 털이 빠르고 왕성하게 자랐다.

Jung [15] 등의 연구에 따르면 발효 대추 추출물을 도포한 

실험군에서 EtOH을 도포한 대조군보다 빠른 발모 성장을 나

타내었고, Minoxidil을 도포한 실험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

모 효과를 나타내어 발효 대추 추출물의 발모 촉진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Joo [11]의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능이 가장 

높은 양파 껍질 에탄올 추출물의 발모 촉진 효과가 가장 두드

려졌으며, 항산화능이 높을수록 발모 촉진 효과가 크게 나타

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비교해보면 발효 2종 혼합물

보다 더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진 발효 5종 혼합물을 섭취한 

5NC군에서 NOR군과 2NC군 보다 뛰어난 발모 촉진 효과를 

확인하였고, P-CON군과 유사한 수준의 발모 촉진 효과를 확

인하였고 항산화 효과가 높을수록 발모 촉진 효과가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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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air growth observation in C57BL/6 mice. NOR : Water oral administration. P-CON : Pansidil oral administration. 5NC 

: Fermented Allium cepa 45%, Cucurbita spp 18%, Sesamum indicum 20%, Glycine max MERR. 7%, Pinus sylvestris leaf 5.5% 

and red onion vinegar 4.5% compound oral administration. 2NC : Fermented Allium cepa 67.5%, Cucurbita spp 27.5% and 

red onion vinegar 5% compound oral administration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로 보아 발효 5종 혼합물을 모발 

성장 촉진 제품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Alkaline phosphatase 활성 측정

Alkaline phosphatase (ALP)가 발모 기전에 관여하는 메커

니즘은 명확하게 규명되어있지 않지만 혈관 신생 과정에 관여

한다는 보고와 모발이 성장기로 될 때 효소활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 발모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8, 25, 26].

검은콩은 발모에 필수 물질인 시스테인(cysteine)이 함유되

어 있고, 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에 의해 두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탈모 예방 및 치

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원료 중 하나로 선택하여 사용하였

습니다[9, 27, 28].

ALP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NOR군은 6.667± 

0.24 Unit (IU/mg protein), P-CON군은 14.192±0.02 Unit, 

5NC군은 9.606±0.128 Unit, 2NC군은 9.36±0.251 Unit로 측정

되었다. P-CON군이 가장 높은 ALP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5NC군이 2NC군보다 높은 ALP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

었다. 

Hue [8] 등의 연구에 따르면 황금궁을 도포한 실험군이 

D.W를 도포한 실험군에 비해 높은 ALP 활성을 나타내었으

며, Minoxidil을 도포한 실험군 보다는 조금 낮은 ALP활성을 

나타내었다. 5NC군도 NOR군 보다는 높은 활성을 나타내지

만 P-CON군 보다는 낮은 ALP 활성을 나타낸다. 5NC군이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발효 5종 

혼합물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ALP 활성을 촉진시켜 모

발 성장 촉진 효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발효 5종 

혼합물을 원료로 하여 모발 성장 촉진제의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γ-glutamyl transpeptidase (γ-GT) 활성 측정

γ-glutamyl transpeptidase (γ-GT)는 발모와 관련된 생화학

적 효소로 세포막을 통한 아미노산과 펩티드의 배출, 흡수에 

관여하며, 모발이 성장기로 될 때 효소활성이 증가한다고 알려

져 있어 또 다른 발모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8, 25, 26].

검은깨는 모발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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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5NC and 2NC on skin alkaline phosphatasae 

(ALP) activity in C57BL/6 mice. NOR : Water oral 

administration. P-CON : Pansidil oral administration. 

5NC : Fermented Allium cepa 45%, Cucurbita spp 18%, 

Sesamum indicum 20%, Glycine max MERR. 7%, Pinus syl-

vestris leaf 5.5% and red onion vinegar 4.5% compound 

oral administration. 2NC : Fermented Allium cepa 67.5%, 

Cucurbita spp 27.5% and red onion vinegar 5% compound 

oral administration. All the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 ± S.D. (n=3) a,b,c are different (p<0.005) group 

by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post hoc 

tests.

Fig. 5. Effects of 5NC and 2NC on skin γ-glutamyl transpepti-

dase (γ-GT) activity in C57BL/6 mice. NOR : Water oral 

administration. P-CON : Pansidil oral administration. 

5NC : Fermented Allium cepa 45%, Cucurbita spp 18%, 

Sesamum indicum 20%, Glycine max MERR. 7%, Pinus syl-

vestris leaf 5.5% and red onion vinegar 4.5% compound 

oral administration. 2NC : Fermented Allium cepa 67.5%, 

Cucurbita spp 27.5% and red onion vinegar 5% compound 

oral administration. All the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 ± S.D. (n=3) a,b,c are different (p<0.005) group 

by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post hoc 

tests.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고 뛰어난 항산화 효과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16, 21]. 솔잎은 비타민 A, 플라보노이드 등이 함

유되어 있으며, 본초강목에서 송모라고도 하며 모발을 나게 

한다고 기재되어있어 원료 중 하나로 선택하여 사용하였습니

다[7, 13, 31].

γ-GT 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5와 같다. NOR군은 50.27± 

5.85 Unit, P-CON군은 90.58±2.59 Unit, 5NC군은 66.22±3.90 

Unit, 2NC군은 63.41±4.45 Unit로 측정되었다. P-CON군이 가

장 높은 γ-GT 활성을 나타내었고, 5NC군은 2NC보다 높은 γ- 

GT 활성을 나타내었다. 

Hue [8] 등의 연구에 따르면 황금궁을 도포한 실험군에서 

Minoxidil을 도포한 실험군 보다는 낮지만 D.W를 도포한 실

험군 보다는 높은 γ-GT 활성을 나타내었다. 5NC군은 이러한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발효 5종 혼

합물은 발모 촉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원료

로 하여 모발 성장 촉진제 개발에 사용가능 할 것이라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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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발효 5종 혼합물의 항산화  모발 성장 진 효과

이하늘․하배진* 

(신라대학교 바이오과학과 제약공학전공) 

이 연구는 5가지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항산화 및 모발 성장 촉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발효 

5종 혼합물은 적양파, 늙은 호박, 검은콩, 솔잎, 검은깨, 발효 2종 혼합물은 적양파, 늙은 호박으로 구성되어있다. 

항산화 효과는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측정하였다. 발효 5종 혼합물은 발효 2종 

혼합물보다 높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보였다. 모발 성장 효과는 생체 내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알칼리성 인산가수 분해효소(ALP), γ-글루타밀트랜스펩티다아제(γ-GT) 및 육안적 관찰을 통해 측정

하였다. 실험동물은 샘플에 따라 물(NOR), 판시딜(P-CON), 발효 5종 혼합물(5NC), 발효 2종 혼합물(2NC) 총 4군

으로 나눴다. 샘플은 일정한 시간에 하루 1번 4주 동안 경구투여하였다. 5NC군에서 ALP, γ-GT 활성 모두 2NC에 

비해 증가하였다. 육안적 관찰에서 P-CON군은 털이 가장 길고 면도 전의 상태와 유사하였다. 5NC군은 P-CON군

과 유사한 수준으로 털이 자랐다. 모든 결과에서 발효 5종 혼합물은 발효 2종 혼합물 보다 높은 항산화 효과와 

모발 성장 촉진 효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발효 5종 혼합물은 유용한 모발 성장 촉진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