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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노화시작으로 손톱 상태가 나빠지는 중년 여성이 Aspergillus oryzae로 배양한 콩 koji를 

섭취하므로 손톱의 건강상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알아보았다. 8주 동안 4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대조군은 

삶은 비 발효 콩을, 시험군은 Aspergillus oryzae로 발효한 콩 koji를 섭취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시험군의 손톱

표면의 들뜸이나 갈라짐 상태가 개선되고, 수분량은 대조군에 비해 5.1배(p<.01), 수분 손실량은 대조군 감소량보

다 1.4(p<.05)배, 손톱두께는 대조군에 비해 1.9(p<.05)배, 표면의 주름상태는 대조군에 비해 약 2.4(p<.01)배 정도 

각각 개선됨을 보였다. 따라서 콩 koji 섭취가 손톱건강상태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를 

통하여 콩 koji가 이너뷰티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Aspergillus oryzae, 대두, 손톱, 이너뷰티, 노화

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mprovement nail health in middle-aged 

women aged 40∼60 years who intake soybean koji by incubating Aspergillus oryzae(황국균), and 

utilized non-fermented soybeans as a control group and soybean koji as an experiment group for 

eight weeks. After clinical trials, the lifting and cracking conditions of the nails in the experiment 

group were improved, The moisture content increased 5.1 time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water loss was 1.4 times less the reduction to the control group. and nail thickness increased 

by 1.9 times compared to controls. Wrinkles on the surface improved by about 2.4 time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conclusion, consumption of this soybean koji of A. oryzae's has been shown 

to have an impact on improving nail is expected to be used Therefore, I propose this soybean koji 

of A. oryzae's as an inner beauty for improving nail is in middle-aged women aged 40∼6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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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손톱은 피부의 일부이며, 머리카락이나 표피와 마찬

가지로 99%가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케라

틴은 단백질 복합물이다[1,2]. 손톱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손톱세포들의 생산 시작점인 조모(matrix)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손톱 부위로 이동함에 따라 케라틴 생

산이 증가하게 되며 세포조직의 수분이 감소하면서 튼

튼한 비늘 형태로 뭉쳐져 손톱을 형성하게 된다[3,4].

40대 이상의 중년여성은 에스트로겐과 부신피질호

르몬이 감소되고 난포자극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증

가하며, 콜라겐의 생성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콜라겐을 

분해하는 MMPs(matrix metalloproteinases)의 합성

은 증가하게 되므로 충분한 단백질 식이를 하더라도 노

화에 따른 체내 콜라겐 합성효소가 적어지게 된다[5]. 

또한 소화효소 분비량도 노화됨에 따라 점점 줄어들어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음식물의 소화 흡수율이 점점 떨

어진다[6].

대두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지방질 및 탄수화물로 단

백질의 함량이 대체로 34~42%이며, daidzin, 

genistin, glycitin 등의 배당체와 비배당체인 

daidzein, genistein, glycitein의isoflavone이 존재한

다[7]. 대두의 단백질 또는 여기서 분리한 isoflavone은 

폐경기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도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위장장애 및 혈관 질

환, 당뇨, 항암, 항염 등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콜라

겐을 합성을 도와 피부노화 및 주름 멜라닌 생성 억제와 

같은 피부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3]. 하지만 생 대두의 단백질에는 trypsin 저해물질

(inhibitor 및 hemagglutinin) 등 독성을 나타내는 것

들이 있으며,조직이 단단하여 소화율이 낮아 열을 가하

거나 가공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7,14]. 대두를 증자하

여 각종 곰팡이와 세균을 접종하는 과정을 발효라고 하

며, 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발효과정으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분해효소들에 

의해 콩 껍질이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섬유소 및 당질이

나, 단백질이 분해되며, 소화율을 향상시키고 분해산물

인 아미노산과 peptide를 얻어낸다. 

된장은 숙성과정 중 미생물 작용에 따라 맛과 품질

이 결정되며 숙성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미생물로는 

Aspergillus oryzae이 있다[7-15].

황국균의 학명은 A. oryzae으로 누룩곰팡이의 대표균

이다. 미국의 식품의약국 안정청과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GRAS(Generally Regarded As 

Safe)로 인정되고 있는 미생물이며, 전통발효식품의 제조

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Aspergillus 균은 전분의 당화력, 

단백질의 분해력, 특히 강한 효소를 세포에서 만들어 내는 

성질을 이용하여 장류, 약주, 탁주 등 발효식품 제조용에 

중요한 균이며, 단백질 분해력이 우수한 균으로 알려져 있

다[15-19]. 

따라서 본 연구는 노화를 겪기 시작하여 단백질 소

화흡수율이 낮아지는 4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단백

질 분해력이 우수한 A. oryzae를 대두에 접종, 배양하

므로 protease를 분비시켜 콩 koji를 식이 소화흡수율

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체내 단백질을 원활히 공

급할 수 있게 하여 손톱 상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9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8주 

동안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에 거주하는 40-60대 여성 22명으로 구성하였다. 대상

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대상자들은 임상

기간 동안 주의사항을 설명 한 뒤 동의서를 작성한 자

들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22명으로 증자콩 분말을 섭취하는 대조군(Contol), 콩 

koji분말을 섭취하는 시험군으로 각 군당 11명을 선정

하였다. 

2.2 임상시험 재료 제조과정 및 섭취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제품은 강원도 횡성에서 직

접 대두를 재배하여 메주 제조하는 제조공장 J사에 의

뢰하여 제조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대두를 구매하여 삶

은 뒤 증자콩을 건조 분쇄하였으며. 실험군은 증자콩에 

A. oryzae의 포자 접종을 의뢰하였다. 콩 koji가 황록

색 포자를 생성할 때까지 48시간 동안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조한 콩 koji를 건조 후 분

쇄하여 개별 포장하였다.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사용하였으며 임상자들은 측정을 위해 

임상시험 재료 섭취 전후로 2회 방문하였으며, 14일분

씩연구재료를 지급하였고, 냉장온도 4℃에서 보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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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섭취방법은 평소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 하

면서 8주간, 아침·저녁 식사 시 하루 총 2회, 각각 30 

g씩의 연구재료를 물과 섞거나 식사와 함께 섭취하도

록 하였다.

2.3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임상시험 전후의 손톱의 표면(surface), 수

분량(moisture content), 수분손실량 (transepidermal 

water loss), 두께(thickness), 손톱의 주름(curvature)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아래의 기기들을 사용하였다. 표면은 

Hitachi HR FESEM(SU8010), 수분량은 Cornemeter® 

(CM 825, Courage+Khazaka electronic, Germany),

수분손실량은 Vapometer(Delfin, Finland) 두께는 

digital micrometer(Mitutoyo MDC-25PJ), 손톱 표

면의 주름변화는 Antera 3D(Miravex, Ireland)를 사

용하였다. 연구의 정확도를 위하여 동일한 측정자가 손

톱의 조상의 가운데 지점 위 0.5 cm 지점을 총 3회 반

복하여 측정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측정방법은 실내

온도와 습도를 22∼24℃, 40∼60%로 유지하고 동일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손 세정 후 30분 후 안정

된 상태에서 손톱 부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왼쪽

과 오른쪽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측정결과는 SPSS for Window 

version 20.0 (IBM Corp,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임상시험 전, 시험군과 대

조군 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임

상시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

였으며, 최종적으로 대조군과 시험군의 변화량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자 동질성 검증

임상 시험 전 연구 대상자들의 손톱의 표면, 수분량, 

수분손실량, 두께, 손톱의 주름에 관한 동질성 검사 결

과 Table 1 과 같다. 모든 항목에서 두 그룹 간의 동질

성이 확보되었다.

Table 1. Verification of homogeneity of moisture, 

water loss, thickness and curvature 

Group

Variable
Cont. Exp. t p

Moisture content 

(A.U.)
3.03±0.43 2.86±0.27 1.06 0.306

Transepidermal 

water loss 

(g/m2h)

37.87±12.53 43.26±9.89 1.07 0.301

Thickness (mm) 0.43±0.13 0.45±0.13 0.34 0.735

Curvature 

(mm)
10.92±1.75 10.58±2.75 0.33 0.746

Abbreviations: Cont. control group of soybean flour intake; Exp. 

intake experiment group of soybean koji intake.(mean±S.E.)

3.2 손톱 표면의 건강도

손톱은 각질세포로 구성되어있고, 다각형 어류의 비

늘처럼 겹쳐져 그 속에 가는 섬유층이 3방향으로 교차

한 층상구조이다. 건강한 손톱은 섬유층이 단단하게 교

차되어 있어 손톱의 표면이 들뜨지 않고 매끄러우며, 

탄력이 있고 가로, 세로의 무늬가 없다[20-22]. 하지만 

연령의 증가로 인하여 노화된 손톱은 조체(nail body, 

nail plate)가 얇아지고 표면에 굴곡이 생기고 광택이 

없어지게 되며, 손톱의 주성분인 케라틴 단백질 함량이 

낮아짐에 따라 손톱 표면이 거칠어지고, 광택이 없어지

면서 손톱의 손상도가 많아진다[20-24].

8주 임상 시험자들의 식이 전과 식이 후의 손톱 표

면의 건강도를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는 다음 Fig. 1과 같다. Fig. 1의 A-1, B-1는 

대조군에서 대표적인 식이 전의 손톱의 표면 건강도 사

진으로 손톱표면 섬유층의 들뜸과 갈라짐 현상이 관찰

되었다. Fig. 1의 A-2, B-2는 대조군의 식이 후 사진으

로 손톱의 들뜸 현상은 한층 개선되었지만 손톱의 갈라

짐 현상이 남아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 1의 C-1, 

D-1는 시험군에서의 대표적인 손톱 표면 건강도 사진

으로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손톱 표면의 섬유층이 들뜸

과 갈라짐 현상이 관찰할 수 있다. 콩 koji 식이 후 

C-2, D-2의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콩 koji 식이를 한 

실험군의 손톱 표면이 거의 개선되고, 박리, 패어짐이 

심했던 손톱 표면이 몇 군데 약간의 갈라짐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매끄러워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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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1 Before B-1 Before C-1 Before D-1

After A-2 After B-2 After C-2 After D-2

Fig. 1. surface comparison of fingernails.
Abbreviations: A, control, before eating soybean; A-1. control, after eating soybean; B, control, before eating soybean; B-1. control, after 

eating soybean; C, before eatingsoybean koji; C-1, after eating soybean koji; D, before eating soybean koji; D-1. after eating soybean 

koji.

대두 발효추출물이 콜라겐 전구체의 생합성을 촉진

하고, 콜라겐 분해효소의 생성을 억제시킴으로써 콜라

겐의 분해를 막아주며, HDF세포에서 우수한 콜라겐 합

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으며[22,27], 신은정

(2012)의 콜라겐과 난백식초를 복합 식이 하여 손톱표

면이 개선된 선행연구를 보면 콜라겐의 증가는 아미노

산을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는 케라틴 함유량에도 영향

을 미쳐 단백질합성에 필요한 전구물질이 충분하게 생

성되게 되며, 그 결과 콜라겐 증가는 케라틴 증가로 이

어진다[22].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본 연구

의 높은 단백질을 함유한 대두에 우수한 단백질 분해력

을 갖은 A. oryzae균을 접종하여, 발효한 콩 koji 식이

는 노화가 진행된 40~60대 중년여성의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이하게 흡수된 단

백질 성분들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케

란틴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에도 영향을 미쳐 손톱표면

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3.3 손톱 수분량 변화

손톱은 12~18%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때 건강하고 

광택이 나는 손톱이 된다. 손톱의 수분량은 최대 30%

까지 수분을 함유할 수 있으며, 손톱의 수분함량이 낮

아질수록 탄력성과 광택은 떨어지며, 부서지거나 갈라

지기가 쉽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손톱의 주성

분인 케라틴의 함량과 유, 수분의 함량이 낮아지고 그

에 따라 손톱의 손상도는 높아진다[22,28]. 그리고 광

노화와 같은 외인성노화(extrinsic aging)로 인해 손톱 

표면에 나타나는 조갑층상분열층(onychoschisis)은 

손톱의 수분흡수를 방해하여 손톱손상을 더욱 악화시

킨다[22-29].

8주 임상시험 전후의 손톱의 수분량의 변화를 분석

한 결과 Fig. 2와 같다. 대조군의 수분량 변화는 오른쪽 

손톱은 시험 전 3.21±0.63 A.U에서 시험 후 

3.47±0.71 A.U로, 왼쪽 손톱은 3.09±0.37 A.U에서 

시험 후 3.30±0.80 A.U으로 약간의 증가가 있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반면 실험군은 오른쪽 손톱이 

2.89±0.22 A.U에서 4.00±0.59 A.U으로 38.40%으

로 증가하였으며(p<.01). 왼쪽 손톱 또한 2.77±0.31 

A.U에서 3.81±0.63 A.U으로 37.54% 증가하였다

(p<.01). 따라서 시험군의 수분량 변화에서 모든 부위

가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내었는데, 시험군은 임상시험 

전보다 37.98% 즉 1.3배 이상의 수분 증가량을 보여주

었다. 이결과는 대조군에 비해 5.1배손톱의 수분량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록경(2016)은 A. oryzae SCF-6, 37 그리고 

JJSH-1을 메주에 접종균으로 활용하여, 품질을 비교 

평가한 결과 아미노산 질소함량이 모든 시료에서 초기

보다 약 2-2.7배 증가하였으며, 단백질 분해효소 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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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

고하였다[30]. 각질세포 안에 천연보습인자(natural 

moisturizing factor, NMF)는 여러 가지 유리아미노

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유리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보습

작용이 매우 탁월하며, 습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30,31]. 

천연 보습인자의 감소는 노화와도 연관이 있으며, 비정

상적으로 유리아미노산이 감소할 경우 건조하거나 과

각화된 피부상태로 나타나게 된다[30-34]. 

발효된 콩은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증진시키며[25], 

A. oryzae로 배양한 콩 koji 섭취는 유리 아미노산 함

량을 증가시킴으로 비발효 콩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손톱 수분량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Right nails, Left nails, Nail moisture content. (**p<.01)

3.4 손톱 수분손실량 변화

손톱의 수분손실의 원인으로는 손톱이 자라는 과정

에서 자유연이 조상으로부터 수분공급이 감소하거나, 

자외선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 수분손실은 악건성

과 노화의 원인이 되며[22-29], 노화가 진행된 피부에

서는 경피수분손실에 증가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수분

함유량의 감소가 가속화된다[31].

8주 임상시험 전후의 손톱 수분손실량의 변화를 분

석한 결과(Fig. 3), 대조군은 전체적으로 시험 전 

39.14±13.45 g/m2h에서 시험 후 33.04±15.75 

g/m2h로 약 15.58% 약간의 감소 경향을 보였다. 시험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시험 전 46.43±8.14 g/m2h에

서 35.95±14.53 g/m2h으로 22.57%로 감소하였다

(p<.05). 이는 시험전보다 실험군의 수분손실량은 대조

군에 비해 1.4 배 이상 감소하는 수치를 보여주었다.

단백질 부족은 연령증가로 인해 피부노화와 함께 위

액의 분비감소, 소화효소 분비감소 및 영양분 흡수 저

하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단백질 섭취의 부족은 면역

능력이 감소하고 수분손실 등 약한 손톱을 형성하게 된

다[35-37]. 단백질 소화력은 protease 활성을 강화하

면 향상되며[38], protease에 의해 peptone, 

polypeptide, dipeptide, amino acid가 되어 소화흡

수가 용이하게 된다[27]. 박민경(2011)의 연구에 의하

면, 대두에 단백질 분해효소 처리한 결과 더 많은 

peptide가 생성되어 항산화 활성과 기능성이 늘어난다

고 보고되었다[39]. 또한 김수연(2014)의 연구에서는 

케라틴은 피부장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손톱

표면을 개선시키고 경피수분손실량 개선에 효능이 있

음을 확인한 바 있다[40].

따라서 콩 koji는 protease활성을 강화함으로 

peptide가 더 많이 생성되고, 중년여성의 소화흡수를 

촉진시키며, 단백질 흡수를 용이하게 해주며, 이로 인해 

케라틴 함유량에도 영향을 미쳐 손톱표면을 개선시키

고 손톱의 수분손실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Fig. 3. Transepidermal water loss of nail.   (*p<.05)

3.5 손톱 두께의 변화

손톱의 두께는 사람마다 다른 케라틴 세포 때문이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노화로도 조갑판(nail plate)이 얇

아지게 된다[41,42]. 노화로 인해 손톱판(nail plate)이 

점점 더 볼록해질 수도 있으며, 측면으로부터 조여 들

기도 하며, 변색도 생기게 된다. 또한 단백질 부족은 면

역력이 감소하게 됨으로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인 철분 

부족이 생겨 얇은 손톱의 원인이 된다[22,23].

8주 임상시험 전후 손톱 두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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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과 시험군 모든 측정부위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4) 대조군은 전체적으로 시험 전 평균 

0.434±0.132 mm에서 시험 후 0.495±0.123 mm로 

약 14.05%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05), 시험군의 경우 전체적으로 시험 전 평균 

0.432±0.127 mm에서 시험 후 0.548±0.132 mm로 

약 26.85%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p<.05). 이는 시험

군이 대조군에 비해 약 1.9배 증가한 수치이다.

철분은 hemoglobin과 catalase, peroxidase 등의 

중요한 구성성분이다. 철은 호흡 시 산소를 조직에 보

내는 역할을 하는 영양성빈혈(nutritional anemia)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광물질이며, ferritin은 생화학적

으로 중요한 철 저장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이온상태

의 철이 ferritin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서 완충작

용을 나타내게 된다[42-45]. 

A. oryzae를 이용하여 발효시킨 콩 koji는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킴으로 노화를 지연시키고 철분을 보충

해 주어 손톱의 두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Comparison of thickness of nail. (*p<.05)

3.6 손톱 표면의 주름변화

강한 손톱이란 균에 쉽게 감염되지 않고, 연한 분홍빛

을 띠며, 단단하며 둥근 모양을 이루고 있다. 노화된 손

톱은 표면에 굴곡이 생기며, 광택이 없어지며, 손톱판

(nail plate)이 점점 더 볼록 해지며, 측면으로부터 조여 

들고, 황색으로의 변색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2,23]. 

손톱 표면의 파임이 나타나는 오목손톱(소와조갑, 

pitted nail, stippled nail)은 오목의 깊이와 폭의 정

도에 따라 조모의 손상정도와 관련이 있으며[43], 손톱

의 질병 중 하나인 컬루제이션(corrugation nails)은 

고랑 파진 또는 주름 잡힌 손톱으로 세로나 가로로 골

이 깊게 잡혀있으면 영양불균형 또는 노화 순환기 계통

의 이상이 생길 수 있다[44].

8주 임상시험 전후 손톱 표면의 주름의 변화를 수

치로 나타낸 것이 Fig. 5이며,대조군의 경우 전체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시험 전 평균 

10.567±2.013 mm에서 시험 후9.242±2.247 mm로 

약 12.53% 감소 경향을 보였다. 시험군의 수치에서는 

11.108±2.938 mm에서 시험 후 7.792±2.417 mm

으로 약 29.85%감소하였다(p<.01). 이 결과는 대조군

에 비해 2.3배 이상의 손톱의 굴곡이 펴지는 호전된 결

과 값을 보여준다. 

손톱 표면의 주름의 변화를 Antera 3D로 촬영한 

후, 그 결과를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 Fig. 6이다. Fig. 

6는 대표적인 손톱표면의 주름 개선정도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육안으로 관찰했을 경우 대조군의 경우 손톱 

표면의 굴곡이 완화되었으나 크게 육안으로 개선됨을 

발견하지 못한 반면, 시험군의 사진에서는 육안으로도 

손톱 표면의 주름과 굴곡이 거의 완화되고 많은 개선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노화가 시작되면서 위액이 감소하며, 췌장에 소화 효

소액의 분비량이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단백질 등의 

영양분의 흡수가 감퇴하게 된다. 곡류 효소 식품의 섭

취는 체내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 등이 잘 합성되어 

생성된 생리활성물질들의 항염, 항균 항산화에 효과적

이다[5,22].

본 연구의 A. oryzae로 발효시킨 콩 koji 식이도 영

양분, 케라틴 등의 합성이 대조군에 비해 더욱 더 용이

해져 손톱의 표면 건강도를 변화시키고 손톱 상태를 개

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5. Nail surface crease comparison.( **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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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before Cont. after Exp. before Exp. after

Fig. 6. Comparison picture before and after nail surface.
Abbreviations: Cont. intake control group of Soybean flour;Exp. intake experiment group of Soybean koji.

3.7 고찰

나이에 따라 간, 신장, 장과 같은 분비기관의 기능이 

변한다[45]. Ishibashi et al. (1991)은 최근 일본위생

학회에서 40세 미만 15명, 40-65세 32명, 65세 이상 

18명 등 3개 그룹을 나누어 표준화된 분비물 검사에 

의해 노화와 외분비 췌장 기능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효소 생산량은 노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A. oryzae은 일본 술, 중국 술을 포함하여 간장, 장/

된장의 제조에 폭 넓게 사용하는 균주이다. 이들 제품

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 균을 쌀, 보리, 대두에 접종, 

배양하여 koji를 만들고, 이 koji를 원료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든다. 이 때 대두를 원료로 한 콩 koji는 산성, 

중성, 알칼리성의 3가지 protease를 분비하며, 이 

protease들이 koji 표면에 존재하게 된다[47]. 또한 대

두 이소플라본은 콩 koji 제조 시 배당체에서 비배당체

로 전환되어 소화, 흡수가 용이해진다[48]. 이소플라본 

중 genistein은 항산화, 항암작용, 신장기능강화, 염증

억제 기능이 있고, daidzein은 혈전억제 기능, 

glycitein은 콜라스테롤 저하, 에스토로겐 활성화. 항산

화작용. 항암작용, 신장기능과 시력 강화 등의 기능이 

있다[7]. 

본 실험에 참가한 중년여성들은 노화가 되면서 소

화효소 분비기능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들이 콩 koji를 

섭취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콩 koji는 A. 

oryzae의 protease 작용으로 콩 단백질이 일부 분해

되어 peptide 상태가 되어있고, 섭취 시 흡수되어 항산

화기능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pH 2에서 최고 활성을 

갖는 산성 protease 등에 의해 koji와 음식물의 단백

질이 보다 용이하게 분해되고, 흡수될 것이다. 그리고 

대두에 A. oryzae의 배양으로 비배당체가 된 

genistein, daidzein, glycitein 등의 이소플라본 또한 

용이하게 흡수될 수 있어, 체내에서 항산화기능, 염증억

제, 혈전억제, 에스트로겐 활성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콩 koji의 기능들로 시험군에서만 손톱의 수

분량의 유의적인 증가(p<.01), 손톱 수분손실량의 유의

하게 감소(p<.05), 손톱 표면의 주름 변화도 유의적으

로 감소(p<.01)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손톱 두께는 

대조군, 시험군 모두 증가하였으나(p<.05), 시험군이 

1.9배 더 증가하여 콩 koji의 효과라고 생각된다. 그리

고 손톱 표면사진을 보면, 대조군과 달리 시험군이 박

리, 패어짐이 많은 손톱이 상당히 매끄러워진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들로 중년여성들의 콩 koji 

섭취는 손톱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식이로 생각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A. oryzae로 배양한 콩 koji 섭취가 40∼

60대 여성 20명의 손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8주간의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측정항목은 손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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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건강도, 수분량, 수분손실량, 두께, 표면주름 총 5개 

항목이고 임상시험 전후 손톱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손톱표면의 건강도 변화에서 대조군과 달리 시

험군의 손톱은 박리나 패어짐이 심했던 손톱 표면이 몇 

군데 약간의 갈라짐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표면이 

거의 개선되고 매끄러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손톱의 수분량의 변화에서는 실험군은 오른

쪽 손톱이 2.89±0.22 A.U에서 4.00±0.59 A.U으로 

38.40%으로 증가하였으며(p<.01), 왼쪽손톱 또한 

2.77±0.31 A.U에서 3.81±0.63 A.U으로 37.54% 증

가하였다(p<.01). 이는 대조군에 비해 약 5.1배 정도의 

증가함을 보여준 결과이다. 

세 번째 손톱의 수분손실량 변화에서는 대조군은 감

소경향, 시험군은 수분손실량이22.15%로 감소하였다.

이는 대조군에 비해 1.6배 더 감소한 수치이다. 

네 번째 손톱의 두께는 대조군은 14.05% 증가하였

으며(p<.05), 시험군의 경우 약 26.85%로(p<.05) 대조

군과 시험군 모두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나 시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1.9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손톱의 주름 변화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약 12.53% 감소경향을 보였으며, 시험군

에서는 약 29.85%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1).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약 2.3배 이상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체 측정항목의 변화량에서 대조군도 손톱건강에 

약간의 개선을 보이긴 하였지만, 손톱 두께의 변화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시험군의 경우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크게 개선되

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두는 높은 영양학적 가치와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

능성 소재로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충

분한 단백질 식이를 하더라도 40^60대 노화가 시작된 

중년여성의 경우 노화에 따라 소화 흡수력이 떨어져 체

내 케라틴합성 정도가 떨어진다. A. oryzae를 배양하

여 만든 콩 koji 섭취는 단백질 분해를 증가시켜, 중년

여성들의 소화, 흡수를 도와 손톱 건강 개선에 긍정적

인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가 이너식품과 미용의 기초 자료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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