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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Korea became the aged society, people pay more 
attention to their health and disease prevention. For a 
better and healthy aging, it is even more important for 
active seniors to manage their health.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ingredients targeted for active seniors, 
which may improve cardiovascular and menopausal 
women’s health, and their certification as individually 
recognized functional materials could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functional foods industry as well 
a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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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은 82.7세(남성은 79.7세, 여성

은 85.7세)였으나 건강수명은 64.4세로 약 18.3년
이 유병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

청, 2019).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수명에의 욕

구는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기존의 질병 치료

에서 적극적인 예방으로 헬스 패러다임을 변화시키

기도 하였다. 이러한 건강한 삶과 질병 예방에의 욕

구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져 2019
년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2조 9500억원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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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성장했으며 전년대비 약 1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a). 또한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인식도 설문

조사(2019)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구입 경험률은 

67.6%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구입 경험도 꾸준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최근 5년간 기

능성 원료 인정 현황을 살펴 보면 2016년 21건, 17
년 6건, 18년 14건, 19년 31건, 20년(8월) 12건으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도 이러한 시장에 반

응하여 새로운 소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

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b). 한편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보다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개별인정형 제품의 매출이 17년 2,450
억, 18년 3,226억에서 19년 5,486억으로 17년 대비 

124%, 전년대비 70%나 급성장 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식품의약품안전처, 2020c), 이는 산업의 지속적

인 성장과 함께 업계의 경쟁도 심화되면서 기업들

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을 유

추할 수 있게 한다. 비록 개별인정형 원료의 개발 

및 인정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수준이 매우 

높아 섣불리 진입하기 어려움에도 개별인정 인허가

를 통해 해당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갖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신

소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

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발전 시키는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고령화에 따른 액티브 시니어의 

건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액티브 시니어 타겟의 새

로운 건강기능식품 기능소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

력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2019년에 건강기

능식품 기능성 개별인정을 받은 심혈관 건강 소재

로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버섯 등 

추출복합물과 갱년기 여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대두추출물 등 복합물 소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자 한다.  

본론

1.  심혈관 질환 대응을 위한 상황버섯 등 추출복합물의 

개별인정 

1.1 국내 심혈관 질환 발병 현황

국내 심혈관 발병률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뿐 아니라 작업환경 악화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중장년

층의 확대로 말미암아 더욱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2019; 조정진, 2013). 더욱이 심혈관 질환은 일반적

으로 오랜 기간 발병원인들의 축적을 통하여 나타

나게 되고 일단 심혈관 질환으로 확진을 받게 되면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다행히 심혈관 질환의 경

우, 많은 연구를 통하여 해당 질환의 발병원인이 상

세히 밝혀져 있으며 인체의 여러 시그널을 통하여 

발병원인들의 축적에 대한 사전 인지가 가능하다 

(박정선, 2009). 이러한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발

병원인으로는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에 기인한 혈관 

내 죽상경화반(atheromatous plaque)의 형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죽상경화반의 형성은 혈소판 응집저

해와 항염증 작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예방

할 수 있다(정귀애 등, 2004).

1.2 국내 심혈관 질환 대응 건강기능식품 원료 현황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개선과 관련된 국내 건강기

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으로는 혈당, 중성지방, 콜레

스테롤, 혈압 및 혈행 개선의 총 5가지를 들 수 있

겠고 해당 기능성 별로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을 포

함한 다수의 원료가 기 등재되어 있다. 이들 원료

를 각 기능성 내용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혈행 개선은 PME88 메론추출물(제2008-9호)외 7
종의 개별인정 원료와 EPA 및 DHA 함유유지를 포

함한 5종의 고시형 원료가 등재되어 있고 중성지방 

개선은 식물성유지 디글리세라이드(제2009-76호)

외 3종의 개별인정 원료와 EPA 및 DHA 함유 유지

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2종의 고시형 원료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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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다. 콜레스테롤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사

탕수수왁스알코올(제2006-4호)외 11종의 개별인

정 원료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를 비롯한 17종
의 고시형 원료가 등재되어 있으며 혈당 개선은 솔

잎증류농축액(제2007-8호)외 18종의 개별인정 원

료와 구아바잎 추출물을 포함한 11종의 고시형 원

료가 등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혈압 개선과 관련

하여서는 정어리펩타이드(제2004호 1호)외 11종의 

개별인정 원료와 코엔자임 Q10 1종이 고시형 원료

로 등재되어 이들은 총 91가지에 이른다(식품의약

품안전처, 2020b). 특히 이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들 중, 혈행 개선과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관

한 기능성을 함께 표시하고 있는 EPA 및 DHA 함

유 유지는 2019년 기준 약 2,300억원의 시장을 형

성하고 있으며 건강 관리를 위한 기초 제품군으로 

이미 시장에 자리잡고 있다(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9). 그러나 기업입장에서는 고시형 원료의 경우 

특수한 계약관계 없이는 해당원료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가질 수 없어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

품에 차별성을 입히기가 녹록하지 않아 가격경쟁에 

이를 수 밖에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관련시장은 

브랜드와 구매력을 가진 특정 기업으로 편중될 수 

밖에 없고 획기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가

질 수 없게 된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산업체에서는 새로운 기능소

재의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뿐 아니라 관

련 시장에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시장을 

선도하고자 새로운 기능식품소재의 개발과 이의 개

별인정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3 상황버섯 등 추출복합물의 효능 연구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개선을 위한 신규 소재의 

개발을 위한 천연물 탐색을 통해 상황버섯과 단삼

에 있어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소재화 하고

자 하였다. 

상황버섯은 전 세계적으로 약 280여종이 존재하

나 국내의 경우, 목질진흙버섯으로 인정된 Phellinus 
baumii와 Phellinus linteus만을 식용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들 중 장수진흙버섯이라고도 불

리는 Phellinus baumii는 국내 대표적인 재배종으로 

전체 상황 재배 농가의 98%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하여서는 여러 논문에서 항암효과가 언

급된 바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의 임상적 치료 효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효과 등

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항염 및 항산화와 관

련한 다수의 논문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다(Kim과 Lee, 2010; Lee 등, 2016; Liu 등, 2016; 
Shin 등 2015; Wang 등, 2015; Zhang 등 2019).

단삼(Salvia miltiorrhiza Bunge)은 꿀풀과에 속하

는 다년생 초본이며 뿌리가 식용된다. 단삼은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자생하며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로 일본과 미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Li 등, 2018). 단삼이 나타내는 생리활성에 대

한 연구로는 심장관상혈관계에서 혈류량을 증가시

키고 심근경색증을 예방하며 그 밖에 해열작용, 항

균작용, 소염작용, 항암작용과 신부전증 개선 효과 

등이 보고되어 있는데(Li 등, 2018; Luo 등, 2015; 
Yan 등, 2019), 특히 심장관상혈관계에서의 단삼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그 내용의 양과 깊이가 매우 방

대해 그 효과를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었기에 이들 두 천연물로부터 혈행 개선에 

관한 효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혈행 장애를 일으

키는 주요원인으로 알려진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은 

주로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eNOS)에 의

한 nitirc oxide (NO)의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eNOS의 활성화는 혈행 개

선을 위한 작용기전이 될 수 있다. 이에 상황버섯과 

단삼추출물 혼합물에 대해 eNOS 활성작용을 시험

관시험, 동물실험 및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순차적

으로 확인하여 상황버섯 등 추출복합물의 혈행 개

선에 관한 작용기전을 가늠해보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실험결과 상황버섯 등 추출복합물은 인체유

래 내피세포(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 
HUVECs)와 실험동물의 동맥 내피세포에서 eNOS
를 활성화 시켰으며(Lim 등, 2016) 인체적용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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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동일하게 상황버섯 등 추출복합물 섭취군에서 

유의적으로 eNOS가 활성화 됨을 확인하였다(Lim 

등, 2019). 또한 상황버섯 등 추출복합물 섭취군과 

대조식품 섭취군으로부터 대사체(metabolomics) 분
석을 진행한 결과, 상황버섯 등 추출복합물 섭취군

에서 L-arginine-nitric oxide 대사경로와 연관된 대

사물질의 증가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상황버섯 등 

추출 복합물의 NO 생성 활성능은 원료 내 caffeic 
acid와 tanshinone I, cryptotanshinone, danshensu 및 

rosmarinic acid로 기인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으

며(Lim 등, 2019), 뿐만 아니라 상황버섯 등 추출복

합물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에서 상황버섯 등 추출

복합물 섭취에 따른 혈관 탄력성이 증가되어 혈압

과 맥파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상

황버섯 등 추출 복합물의 NO 활성 기작에 의한 결

과로 여겨지므로 결과적으로 상황버섯 등 추출복

합물의 섭취가 혈행 개선의 향상을 이룰 것으로 추

측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상황버섯 등 추출복합

물은 HUVECs 세포와 콜라겐/에피네프린의 투여

로 혈전증을 유도한 동물모델에서 cyclooxygenase 
(COX)-1과 COX-2의 발현을 억제 하여 이를 통해 

thromboxane A2 감소와 함염증 작용에 의한 과도한 

혈액응고 반응을 저해시켜 혈행 개선 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im 등, 2016).
이에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상황버섯 등 추

출복합물은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관 이완을 통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표 1. 상황버섯등 추출복합물 개별인정 정보

원료명 상황버섯등 추출복합물

인정번호 제 2019-8호(2019.05.17)
업체 풀무원건강생활㈜

기능성내용
혈관이완을 통한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시 주의사항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

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과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일일섭취량 상황버섯등 추출복합물로서 900 mg/일

표 2. 상황버섯등 추출복합물 원료 개발 추진 경위(연도별) 

기간 상황버섯등 추출복합물 원료 개발 추진내역 

2012 문헌검색을 통한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물 소재 스크리닝을 통해 상황버섯과 단삼 소재 선정 

2013-2014

상황버섯 추출물과 단삼추출물의 혈행개선 작용기작에 관한 in vitro 및 전임상 연구진행 

상황버섯 추출물과 단삼추출물을 혼합한 복합물 원료로의 개발 결정(상황버섯등 추출복합물) 

상황버섯등 추출복합물의 혈행개선에 관한 전임상 효능 연구 진행(콜라겐/에피네프린의 투여로 혈전증을 유도한 

동물모델 사용)

연구결과 게재: Journal of Functional Foods, 24, 2016

2015

단회섭취를 통한 상황버섯등 추출복합물의 혈행개선 효능에 관한 인체적용시험 수행 

①  인체적용시험 제목: 상황버섯복합물의 혈소판응집 반응 및 혈행 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유효용량, 안전성 

확인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② 인체적용시험 수행기관: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 

③ 이대목동병원 IRB 승인 완료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015-2017

4주 섭취를 통한 상황버섯등 추출복합물의 혈행개선 효능에 관한 인체적용시험 수행 

①  인체적용시험 제목: 흡연자에게서 상황버섯복합물의 섭취가 혈소판 응집반응 및 혈행 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② 인체적용시험 수행기관: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 

③ 이대목동병원 IRB 승인 완료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019.5
상황버섯등 추출복합물에 대한 원료개별인정 승인(제2019-8호) 

: 기능성내용: 혈관이완을 통한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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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갱년기 여성 및 심혈관 건강을 위한 새로운 기능소재의 개발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원료 승인을 득하게 

되었으며(표 1) 상황버섯 등 추출복합물의 개발 경

위를 요약하면 표 2과 같다. 

1.4 향후계획

향후 혈관이완을 통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버섯 등 추출복합물을 적용한 건강기능

식품의 개발 및 출시를 통해 액티브 시니어 고객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원료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바우미종 상황버섯의 우수성을 알

려 K-푸드로서도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2.  갱년기 여성건강을 위한 대두추출물 등 복합물의 

개별인정

2.1 개발 배경

폐경이란 난소 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되어 월경

이 끝나는 것을 말하며, 무월경이 12개월간 지속되

었을 때를 폐경이라고 한다(WHO, 1981). 평균적으

로 폐경이 되는 연령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49.7
세이며 여성의 평균수명 약 83.8세를 고려하면 여

성들은 일생 중 30년 이상 동안 폐경 상태로 살게 

된다(통계청, 2019).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중년의 갱년기 

관련 증상은 여성의 중요한 건강문제라고 할 수 있

다. 폐경 이행기, 폐경, 폐경 이후의 시기를 모두 포

함하여 갱년기라고 하며,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

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다양

한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대표적인 증상으

로는 안면홍조, 피곤, 두통, 근관절통, 질 건조와 같

은 신체적 증상과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증상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및 골다공증 등

의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폐경이 됨에 따라 증가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갱년기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는 폐경 이후 여성건강의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갱년기 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여성호르몬대체요

법은 폐경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호르몬을 인위적으

로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의학적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으나 호르몬대체요법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

이 유방암, 정맥혈전증, 담낭질환 등의 발생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지면서(Whittington 과 Faulds, 1994; 
Nelson 등, 2002) 천연물을 활용한 안전한 여성갱

년기 증상 개선을 위한 기능성 소재가 요구되었다. 

다양한 갱년기 증상들은 갱년기에 속한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천연물 소재

를 통한 갱년기 증상의 적절한 관리는 중년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기에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을 위한 대두추출물 등 복합물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2 국내 갱년기 여성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현황

갱년기 여성건강을 위한 국내 건강기능식품 원

료로는 고시형 원료로서 홍삼과 회화나무열매추출

물 2종이 있으며 개별인정형 원료로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과 석류추출물을 비롯하여 9종의 기능 

원료가 등재되어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b).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갱년

기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여

성은 2016년 23.3%에서 2018년 38.5%로 급증하였

고 이에 따라 관련 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9), 이러한 시장에 발

맞추어 갱년기 여성건강을 위한 개별인정형 원료

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2년간 4종
의 신규 기능소재가 갱년기 여성건강에 대한 개별

인정을 득하였으며 이들 중 2종의 기능원료가 적

용된 건강기능식품이 각각 최근 새롭게 출시되면

서 시장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식품의약

품안전처, 2020b). 신규 갱년기 여성건강 개별인정

소재를 살펴보면 루바브뿌리추출물(제2019-6호), 

Lactobacillus acidophilus YT1(HU038)(제 2019-22
호), MS-10 엉겅퀴 등 복합추출물(제2020-6호) 및 

대두추출물 등 복합물(제2019-29호)이 있으며 이

들은 각각 갱년기 여성 건강과 관련한 전임상 모

델 및 인체적용시험 등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

타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각 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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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루바브뿌리추출물은 estrogen receptor (ER)-β를 활

성화시키고 여성의 삶의 질 관련 지표(Menopause 
Rating Scale II, MRS II), 안면홍조 및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척도(Menopause-Specific Quality of Life, 
MENQOL), 우울감 관련 지표인 Hamilton Anxiety 

Scale (HAMA)에서 유의적인 증상 개선효과가 보

고되었다. Lactobacillus acidophilus YT1(HU038) 유
산균은 난소절제 동물모델에서 ER2 발현을 증가

시켰고, 골밀도 증가와 더불어 골흡수 조절 표지

자인 receptor-activator of nuclear factor KB ligand 
(RANKL)와 osteoprotegerin (OPG)의 발현 변화가 

나타났으며, 인체적용시험에서는 갱년기 증상지표

(Kupperman Index, KI)와 갱년기 삶의 질 평가 평

가지표(MENQOL) 에서 유의적인 개선효과가 나타

났다. MS-10 엉겅퀴 등 복합추출물은 난소절제 동

물모델에서 ER-α의 발현을 증가시켰고 골대사와 

관련된 혈중 osteocalcin의 유의적 감소가 나타났으

며, 인체적용시험에서도 갱년기 증상지표(KI)와 갱

년기 여성 삶의 질 평가지표(MENQOL) 및 사회심

리적 스트레스 수준 평가지표를 유의적으로 개선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d).

2.3 대두추출물 등 복합물의 효능 연구 

대두 이소플라본은 대표적인 피토에스트로겐으

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여성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증상을 개

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

여 에스트로겐 유사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Husain 등, 2015; Mackey 와 Eden, 1998; 
Morito 등, 2001). 풀무원건강생활에서는 20년 이

상 대두 및 이소플라본에 대한 연구 및 제품개발

을 진행해왔고 대두이소플라본의 여성건강에의 유

용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대두 

이소플라본은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

형 원료로 등재되어 있을 뿐 용량 제한 등으로 인

하여 갱년기 증상 완화에 대한 기능성은 확실하게 

입증되지 못하였다. Health Canada Monograph 에서

는 30~100 mg/일의 대두 이소플라본 섭취가 폐경

기 증상 완화에 효력을 지닌다고 하였으나(Health 
Canada, 2009), 동아시아 여성들의 콩 섭취로 인한 

대두 이소플라본 섭취가 높기에 보충제를 통한 안

전한 섭취량으로서 일본에서는 대두 이소플라본 특

정보건용식품의 안전한 대두 이소플라본(비배당체

로서) 섭취량으로 1일 30 mg을 설정한 바 있으며

(식품안전위원회, 2006), 국내 고시형 원료로서 대

두 이소플라본 섭취량도 24~27 mg/일로 설정하여 

고용량의 대두 이소플라본 보충제 섭취는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풀무원건강생활에서는 대두 및 이소플라본 

원료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대한 기능성을 조사하

면서, 저용량의 대두이소플라본과 함께 복합물 조

성 시 대두 이소플라본의 효과를 보완하고 상승시

킬 수 있는 원료를 문헌검색을 통하여 검토하고 후

보소재에 대하여 MCF-7 세포주를 활용한 에스트

로겐 유사활성 스크리닝 테스트를 진행하여 후보물

질을 선정하였다. 호프(Humulus lupulus L.)의 암꽃

에는 플라보논계열의 화합물인 8-prenylnaringenin
을 함유하고 있고 피토에스트로겐 활성을 갖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갱년기 여성에게서 호르몬 대

체제로서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Christoffel 등, 2006; Milligan 등, 

2000). 스크리닝 테스트에서 효과가 뛰어나면서 국

내 식품으로서의 사용가능성 및 대두 이소플라본과

의 시너지 등을 검토하여 대두추출물과 호프추출물

을 최종 복합물 후보원료를 선정하였다.

난소적출을 통해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결핍을 유

발한 랫트에 고지방식이를 섭취시켜 대사이상을 초

래한 모델을 이용하여 대두추출물 등 복합물의 섭

취가 갱년기 증상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고지방식이와 함께 대두추출물 등 복합물을 농

도별(0-300 mg/kg)로 8주동안 섭취시키고 체중, 골

밀도, 골대사 관련 바이오마커 및 혈중지질 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두추출물 등 복합물 섭취

군에서는 체중과 총지방체 무게도 유의적으로 감

소되었다. 또한 고농도 대두추출물 등 복합물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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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갱년기 여성 및 심혈관 건강을 위한 새로운 기능소재의 개발

취군에서는 혈중 지방 및 공복혈당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근육세포에서의 Glucose Transporter 
Type4의 translocation 증가가 확인되었다. 특히 대

퇴골의 골밀도가 유의적으로 증가되었고 대퇴골에

서 RANKL/OPG의 mRNA 발현비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혈중 collagen type 1 cross-linked C 

telopeptide와 alkaline phosphatase, osteocalcin 농도

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로써 대두추출물 등 복합물은 에스트로겐 결

핍과 고지방식이를 통해 유발한 골 및 대사 이상에 

대하여 개선 효과를 나타내어,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Noh 등, 2018). 
또한 여성 갱년기 증상에 대한 대두추출물 등 복

합물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갱년

기 증상을 보유한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위약

대조 임상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대두추출

물 등 복합물의 섭취는 갱년기 증상지표(Modified 

KI) 총점과 개별항목(손발저림, 피로, 근관절통, 두

근거림, 질건조)을 유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으

로 확인되어(식품의약품안전처, 2020d)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갱

년기 여성 건강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 제2019-29
호로 승인을 득하였다(표 3).

결론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

의 도래가 임박한 가운데 노년 의료비의 부담 증가

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임에 틀림

이 없다. 이에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이 요구되며 이는 국가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범

주를 포함한다. 기업은 마땅히 과학적 근거와 안전

성이 확인된 소재 개발 및 이를 적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

은 맥락에서 앞서 언급한 상황버섯 등 추출복합물

과 대두추출물 등 복합물은 액티브 시니어의 심혈

관 질환 예방 또는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소재로

서 in vitro 시험, 동물시험 및 인체시험을 통해 혈행 

개선 또는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에의 기능성을 확

인하고 개별인정형 기능소재로 인정 받았기에 이러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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