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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기초연구>

○ 임산부·수유부의 영양학적 요소 및 미용 관심도 분석

   - 임산부와 수유부의 시기별 영양학적 요소 분석 및 영양소 선정

   - 임산부·수유부의 관심 미용항목 조사 분석

○ 임산부·수유부 대상 소비자조사

   - 개발 전 임산·수유부용 식품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용도 조사 분석

○ 임산부·수유부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식품원료 선정

   - 선정 식품원료 유효성분에 의한 피부 탄력 증진 효용성 분석

○ 제품 레시피 개발

   -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적합한 제형 선정 및 레시피 개발

   - 개발제품 섭취 가이드 개발

○ 개발제품 효용성 분석

   - 피부미용 증진효과 효용성 분석(in vitro skin test 및 자가 임상테스트)

   - 개발제품 개선효과 만족도 설문조사

   - 개발제품 미용 증진 효용성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

 

<제품 개발>

○ 제품 기준규격 설정 및 시제품 제조

- 임신기 : 진저레몬캔디, 다시마쿠키

- 수유기 : 타이거넛츠갈수, 콩콩콩쿠키

○ 시제품 품질평가

   - 해당제품 : 진저레몬캔디, 다시마쿠키, 타이거넛츠갈수, 콩콩콩쿠키

- 관능평가 및 유통기한 설정시험 실시

○ 최종 배합 및 제조공정 확립 

- 품목제조보고

<사업화 전략 수립>

○ 패밀리 브랜드 개발

- 뉴트리마미 (건강한 엄마, 더 건강한 우리아이)

○ 디자인

- BI (Brand Identity), 제품(진저레몬캔디, 다시마쿠키, 타이거넛츠갈수, 콩콩콩

쿠키)

○ 유통 및 홍보전략 수립

- 판매채널 계획, 패밀리브랜드 리플렛 제작

보고서 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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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임산부 · 수유부를 위한 시기별 부족 및 필요 영양학적 요소 분석

- CMA를 활용한 메타분석을 통해 임산부와 관련된 주요 영양소 섭취에 따른 임신결과를 

분석

- 분석 결과를 축적한 DB 구축

○ 제품의 간편섭취형태 연구(제형연구) 및 제품 컨셉 개발

- 임산부, 태아 : 부족 및 필요 영양학적 요소 도출을 통한 컨셉 개발

- 수유부 : 체형변화 및 수유를 위한 영양을 고려한 생체표율이 높은 밸런스 제품 컨셉 개발

- 임산부 · 수유부에게 거부감이 없는 간편섭취형태 연구(제형연구)

○ 생체효율 및 밸런스 적용연구 및 효용성 검증(in vitro, 적응적 간이임상)

-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목적한 데 직접 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

- LOW GI 기반 설계

○ 임산부 · 수유부의 시기별 맞춤형 제품 개발 및 산업화

- 임산 · 수유부용 식품 시기별 라인업 구축을 바탕으로 한 다양화 및 체계적인 제품 출시

- 임산부 · 수유부 제품 사업화 전략 연구(마케팅, 홍보 등)

연구개발성과

○ 임산부·수유부의 영양학적 요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임산부·수유부 대상 영양·미용 관련 관심도 조사로 기초연구자료 확립

○ 임산부·수유부에게 적합한 유효성분 함유 식품원료 6종에 대한 효과성 검증

○ 제품 선택에 민감한 임산부·수유부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 개발 (시제품 

4종)

○ 간이 임상실험 진행을 통한 개발제품 효과성 검증

○ 임산부·수유부 타겟 브랜드 개발 하에 다양한 제품군 셋팅 및 섭취 가이드라인 개발 등 

해당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5건

○ (기술실시) 기술이전 1건

○ (사업화) 제품화 4건, 고용창출 2건

○ (학술성과) 논문 게제 : KCI급 7편, 학술발표 11건

○ (정책활용홍보) 홍보전시 : 1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임산부·수유부의 영양학적 요소 및 영양·미용적 측면의 관심도 조사를 통한 연구자료 확

보로 해당 산업의 기초연구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임산부·수유부를 위한 제품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 임산·수유부용 식품의 시장 활성화

를 통한 전반적 산업 부가가치 향상 및 생산 기업의 매출상승 효과 기대

○ 효용성이 검증된 시기별 맞춤형 제품군 출시를 통하여 영양불균형으로 비롯되는 증상 예

방 및 임산부·수유부, 더 나아가 자녀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국문핵심어

(5개 이내)
모유 임산부 수유부 영양설계 미용

영문핵심어

(5개 이내)
Human Milk

Pregnant 

Women
Breast Feeding

Nutrition 

Balance
Beauty

※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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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 연구목표 : 모자 건강을 위한 시기별 맞춤형 식품 개발

○ 우리나라 임산부 및 수유부의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모체 및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보  

고되어 왔으나, 임산부 및 수유부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식품 개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임.

○ 건강한 아이의 출산 및 초기 육아를 위하여 임산부 수유부 시기는 영양 보충이 매우 중

요함. 그러나 임신 초 입덧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발생 우려가 있음. 또한 영양보충제 특

유의 냄새나 약 형태 (알약) 섭취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 수유부도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기별 맞춤형 제품을 개발 

및 산업화 하고자 함

1)　한국인 임산부 수유부 시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메타분석을 통하여 개월 수 

별로 영양학적 분석 실시

2) 임산부 · 수유부의 영양·미용 관심도 조사 실시

3) 적합 유효성분 함유 식품원료 스크리닝 및 효과성 검증 

○ 또한 자연스러운 식사 행위 혹은 음식 섭취 행위 자체로 부족 영양소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고 체내 흡수가 용이하며 섭취 시 불편함이 없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엄마와 자녀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 통계청 (2016년 4월)에 따르면 2008년 임산부 · 수유부용 식품 출하액이 약 10억원으로 출

발하여 2013년에는 약 20억원으로 5년 사이 2배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2010년에는 성장률

이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1년 다시 회복 및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꾸준한 성장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성장 가능성은 임신 후에도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직장인 예비 엄마들이 늘어나고,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출산 후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것으로, 식품업계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이들을 위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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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표 1. 특수용도식품 품목별 출하액 변동 현황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2016)

그림 1. 특수용도식품 중 임산부 · 수유부용 식품 출하액 변동 현황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2016)

○ 식품 공전에 따르면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식품을 특수용도식품 중 임산부 수유부용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 영양소를 타블렛 제형의 건강기능

식품으로 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임.

표 2. 임산부 수유부용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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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임산부 수유부용 식품이라 함은 임신과 출산, 수유로 인하여 일반

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임산부 및 수유부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것을 말한다.

제조 가공기준

- 임산부 수유부의 식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해 첨가하

는 비타민류, 무기질류 등은 제품 중에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 임산부 수유부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으로 하여 원료 식품을 조

합하고 영양소를 첨가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1일 또는 1회 제공

하는 영양소 함량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규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수분 (%) 10.0 이하 (분말 및 고형의 건조 제품에 한한다.)

영양소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세균수 1 mL당 100 이하 (액상 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기능성을 찾는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 욕구가 반영되면서 2008년~2013년 연평균 12.9%의 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임산부 · 수유부가 주로 구매하는 비타민, 무기질 품목의 2012년~2013

년 증감률은 6.1%로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아래의 표 3으로는 임산부 · 수유부의 구매율을 유추할 수 없지만 표 4를 살펴보면 병원에

서 임산부 · 수유부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철분 및 칼슘 보충제의 매출이 상위를 차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부재하고 있는 임산부 · 수유부용 식

품 시장은 고부가가치 식품 시장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영양 성분을 접목한 여러 형태의 임

산부 · 수유부용 식품은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 품목별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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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3년 건강기능식품 주요 유통채널별 매출 상위 품목

○ 여러 선행 연구에 의하면 영양 섭취 상태에 문제가 있는 영양소로 제시된 것은 칼슘, 철, 아

연, 엽산 등으로 섭취량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양소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 

식사의 질 평가에서도 섭취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됨. 임산부 및 수유부의 에너지 섭취

량도 권장량에 매우 미달되는 것으로 보고됨.

- 임산부의 영양 부족은 모체의 허약, 빈혈, 조산, 유산, 조기 파수 등의 원인이 되며 태아의 발

육 불량 및 성장 지연으로 저체중아 출산을 초래하므로, 임신기 동안의 영양 상태는 모체와 태

아의 질병률 및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 수유부의 영양 상태는 모유의 성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유 초기보다 수유 후기에 모체의 

영향을 크게 받음. 이는 수유 후기 프로락틴의 감소로 인하여 모체의 지방, 출산력, 식이의 영

향으로 보이며, 또한 모체의 낮은 체지방은 높은 모유 지방과 단백질 농도를 유지하기 힘듦.

- 한편 임산부 및 수유부의 영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경제가 좋지 않

던 1980년대 연구나 저소득층 대상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 수준이 향상된 최근에도 여전히 유사

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이처럼 우리나라 임산부 및 수유부의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모체 및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많

이 보고되어 왔으나, 임산부 및 수유부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식품 개발 연구는 아직 미비

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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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개발 목표 범위

구분 연구개발 목표 범위

1차년도

○ 임산부·수유부 국내외 관련제품 

기술 및 시장분석

- 임산·수유부용식품 제품 시장 현황 및 제품 

분석

- 특허 Map 분석

○ 소비자조사 (FGI) - 임산부·수우부의 부족 및 필요 영양학적 요

소 도출 및 소비자 조사 결과를 통한 개발 

제품 컨셉 개발

2차년도

○ 제품 표준화 및 대량생산 공정 

연구

- 제품 컨셉 확정

- 후보원료 적용 제품 배합 테스트

- Pilot test 실시 제품의 품질 안정성 평가 및 

규격 설정

- 대량생산 공정 확립

3차년도

○ 시제품 생산 및 제품 안전성 검

증

- 시제품 생산

- 시제품의 품질평가

- 제품 배합비 및 제조공정 최종 확정

○ 소비자조사 (FGI) - 소비자조사(FGI)

○ 마케팅(산업화) 전략 수립 - 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화 구축

그림. 연구개발의 필요성

1-3. 연구개발 범위

가. 주관연구기관 (일동후디스(주))

나. 협동연구기관 1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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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임산부·수유부 시기별 영양학적 

요소 분석(메타분석)

- 임산부의 시기별 부족 및 필요 영양학적 요

소 분석

- 수유부의 체형변화 및 수유를 위한 필요 영

양학적 요소 분석

- 메타분석을 이용한 임산부와 관련된 주요 

영양소 섭취에 따른 임신 결과 분석

-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한 제품 개발에 필요

한 영양소 및 식품 선정

2차년도

○ 섭취형태 연구 및 제품 컨셉 개

발

- 임산부·수유부에게 거부감이 없는 간편 섭

취 형태 연구 (제형 연구)

- 제형 결정에 따른 컨셉 수립 및 포뮬러 개

발

○ 개발 제품의 최적화(RSM) - 반응표면분석법 (RSM)을 통한 제품 최적화

3차년도
○ 소비자조사 - 개발제품 관능검사

○ 개발제품 섭취 가이드 개발 - 개발제품 섭취 가이드 개발

구분 연구개발 목표 범위

1차년도

○ 체형 변화에 따른 미용 부위 항

목 조사 분석

-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산모의 체형과 피부 

변화에 따른 미용 관심도 조사

- 임산부와 수유부의 체형변화 및 미용 관심

도 조사

○ 생체효율 및 밸런스 적용 연구 - 식품을 통한 미용건강 증진 방안의 과학적 

근거 조사

- in vitro 및 간이 임상법에 의한 피부 미용 

증진효과 효용성 조사

2차년도

○ 제품 생체효율 효용성 검증 (in

vitro 및 자가 임상)

-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맞춤형 식품의 미용 

증진 효과 연구

- 피부미용 증진효과 효용성 분석(in vitro

skin test 및 자가 임상테스트)

- 선별 식품 원료의 유효 성분에 의한 피부 

탄력 증진 효용성 분석

3차년도

○ 임산부 및 수유부의 미용 관심

도 및 섭취 실태조사

- 임산부와 수유부의 미용 관심도 종합 결과 

도출

○ 피부미용 증진효과 효용성 분석 - in vitro skin test 및 자가임상테스트에 의

한 피부미용 증진효과 효용성 분석

○ 추가 식품개발 - 기 개발제품 효용성 최종 평가 및 추가제품 

개발 진행

다. 협동연구기관 2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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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추진전략 및 방법

○ 임산·수유부용식품 제품 시장 현황 및 

제품 분석

- 국내·외 출시된 제품 중 임산·수유부를 타겟으로 

한 제품 탐색 및 시장조사

- 제품의 특장점 분석(영양성분, 컨셉원료 등)

○ 특허 Map 분석 - 임산·수유부를 위한 기능성 성분, 제품 등 관련 출

원 및 등록자료 수집

- 특허정보 분석 및 기술동향, 출원인 동향 등의 가

공 분석을 통한 시각적 자료 작성

○ 제품 컨셉 개발 - 임산부·수유부의 부족 및 필요 영양학적 요소 분

석 및 시장 조사 결과를 통한 1차 컨셉 도출

- 소비자조사 실시 

: 전문 소비자조사 기관에 의뢰, 심층인터뷰 진행

(1차 컨셉 수용도)

연구범위 추진전략 및 방법

○ 제품 컨셉 확정 - 소비자조사 및 영양/미용요소 분석 결과 반영 컨

셉 확정

○ 후보원료 적용 제품 배합 테스트 - 실험실적 배합 테스트를 통한 배합비 확정

○ Pilot test 실시 제품의 품질 안정성 

평가 및 규격 설정

- Pilot test 실시로 제품 대량생산 가능성 검토

- Pilot test 제품 품질안정성 평가 진행

: 제품 물리·화학적 규격 및 관능, 안정성 적합 

여부 평가 (유형별 평가)

○ 대량생산 공정 확립 - 작업표준서 작성

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2-1.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2-1-1.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가. 주관연구기관 (일동후디스(주))

(1) 1차년도

(2) 2차년도

(3)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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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추진전략 및 방법

○ 임산부의 각 시기별 부족 및 필요 영

양학적 요소 분석

-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하여 임신 주기별 부

족 및 필요 영양소와 임산부들의 영양 섭취 상태에 

대하여 조사

○ 수유부의 필요 영양학적 요소 분석 -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하여 수유부의 필요 

영양학적 요소에 대하여 조사

○ 임산부와 관련된 주요 영양소 섭취에 

따른 임신 결과 분석

- 메타분석 실시

○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영양소 및 식품 선정

-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한 임산부와 수유부

의 필요 영양소 및 식품 조사

연구범위 추진전략 및 방법

○ 시제품 생산 - 시생산 진행

○ 시제품의 품질평가 - 관능평가(실험실적 제조품 비교)

- 유통기한 설정시험(보존실험)

- 제품 품질 규격 검토

○ 제품 배합비 및 제조공정 최종 확정 - 시제품 품질평가를 바탕으로 배합비 및 제조공

정 최종 확정

- 품목제조보고

○ 소비자조사(FGI) - 시제품 소비자 수용도 조사 실시

- 전문 소비자조사 기관에 의뢰, 심층인터뷰 진행

○ 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화 구축 - 패밀리브랜드 개발

- 디자인 진행 

: BI (Brand Identity), 제품 패키지

- 사업화 전략 수립

: 사업화 방향 설정 및 홍보 전략 등

나. 협동연구기관 1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 1차년도



- 13 -

연구범위 추진전략 및 방법

○ 제형 결정에 따른 컨셉 수립 및 포뮬

러 개발

- 제형 결정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 타겟의 섭식상태를 고려하여 시기를 구분하고,

시기별 고려사항에 따른 제형 확정 

- 원료 효능을 고려한 제형별 원료 선정
○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제품 개발 - 시기별 제품의 최종 컨셉 확정

- 임신부와 수유부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주

요 영양소와 제형을 고려한 식품을 이용하여 임산

부 제품 2종 이상과 수유부 제품 2종을 개발함
○ 개발제품 제품 최적화 - 반응표면분석법(RSM :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활용한 제품 최적화

연구범위 추진전략 및 방법

○ 개발제품(시제품) 관능평가 실시 - 개발 제품의 표적집단 소비자 의견 수렴

그림. 1차년도 추진전략

(2) 2차년도

그림. 2차년도 추진전략

(3)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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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제형 개발 완료된 5종 제품을 (주) 일동후

디스에서 시험생산 한 시제품을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대상에게 관능평가 실시

: 개발 시제품의 컨셉 및 효능 주관적 평가(scoring

test)

: 시제품 관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배합비 조정

○ 개발제품 섭취 가이드 개발 - 임신부 및 수유부용 개발 제품의 컨셉에 따른 섭

취 효과를 증진시키고,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

한 시각화 홍보 가이드 개발

연구범위 추진전략 및 방법

○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산모의 체형과 

피부 변화에 따른 미용 관심도 조사

- 몸 및 피부 상태에 대하여 걱정되는 사항에 대한 

대면 조사 실시

- 미용건강학적 관심도 설문(35가지 불편한 변화에 

대한 대응)

○ 임산부와 수유부의 체형변화 및 미용 

관심도 조사

- 임신 시기 및 수유 기간별 체형 변화와 식이와의 

관련성 설문조사 및 분석

- 임신기와 수유기간 중 미용 부위별 발생하는 트러

블(trouble) 및 관심도 설문 조사 분석

○ 식품을 통한 미용건강 증진 방안의 

과학적 근거 조사

- Low GI 배합을 위한 적절한 원료(beans, seeds,

whole intact grains, vege표s, sweet fruit,

mushrooms) 등의 피부, 모발 건강, make-up 화장 

효율에 대한 전통적 식이 효과 자료 또는 과학적 

효능 자료 조사

그림. 3차년도 추진전략

다. 협동연구기관 2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

(1)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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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증진물질 함유 식품원료 탐색 (제1협동과제)

하고 및 원료물질 추출물 또는 식품  추출물을 취

하여 적용 실험 실시

- 생체효율에 미치는 Low GI 식품 선정

- 임산부들의 정맥류 현상 완화 

- 임산부들의 식욕조절 건강식의 부수적 효과
○ in vitro 및 간이 임상법에 의한 피부 

미용 증진효과 효용성 분석

- Skin test에 적용할 in vitro 방법 선정 

- 적응적 자가 임상테스트 실시방법 확립 집

- 피부건강 효과 검증 in vitro 실험방법 적용

- 테스트 kit와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생체효용성 진

단용 적합성 확인

연구범위 추진전략 및 방법

○ 임산부와 수유부의 체형변화 및 미용 

관심도 조사

- 임산부 및 수유부의 수유 기간별 체형 변화에 따

른 미용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설문 분석을 실시

하여 소비자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조사 및 개

발방향 설정

○ in vitro skin test 및 자가 임상테스트

에 의한 피부 미용 증진 효용성 분석

- 1차 년도 선별 식품원료 성분의 in vitro 방법에 

의한 skin test 실시 및 결과 분석

○ 선별 식품 원료의 유효 성분에 의한 

피부 탄력 증진 효용성 분석

- MMP-1 생성 억제력과 pro-collagen type-1

C-peptide 생성량 측정 

연구범위 추진전략 및 방법

○ 임산부와 수유부의 미용 관심도 및 

섭취실태 조사

- 산부인과 협의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

○ 피부 미용 증진효과 효용성 분석 - 임상실험 실시 (여성병원 및 뷰티숍)

피부진단실험(API 진단 kit 활용)

: 6개 항목(유분, 수분, 주름, 탄력도 등)

○ 추가 식품 개발 - 기 개발 식품의 효용성 미흡으로 추가 제품 개발

: 아보카도 유제품 3종

(2) 2차년도

(3)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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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연구
개발비
(단위:
천원,

현물제외)

책임자
(소속
기관)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국내외 시장 및 
제품 분석 15,000

신현수
(일동후디스

(주))

2 국내외 기술 분석
- 특허 Map 분석-

15,000

2-1-2. 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총참여연구원

과제명
임산부 · 수유부를 위한 영양 · 미용 증진 프로젝트

(모자건강 증진 프로젝트)

주관연구책임자

(신현수)외 총 25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연구기관수 참여연구원수

중견기업 1 13

대  학 2 13

　

　 　 　 　 　 　 　

일동후디스(주)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
임산부 · 수유부를 위한 

영양 · 미용 증진 

프로젝트

(모자건강 증진 프로젝트)

임산부 · 수유부 영양을 

위한 제형 개발

임산부 · 수유부를 위한 

맞춤형 식품의 미용 증진 

효과 연구

연구책임자명

(신현수)외

12명

연구책임자명

(주나미)외

6명

연구책임자명

(박승용)외

5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 국내외 기술, 시장분석

· 소비자조사

· 제품표준화

· 대량생산공정 연구 (Pilot

Test)

· 시제품 생산

· 제품 산업화 전략수립

· 임산부 · 수유부 시기별 

영양학적 요소 분석

· 간편섭취형태(제형) 연구

· 제품의 최적화(RSM)

· 소비자조사

· 섭취 가이드 개발

· 체형 변화에 따른 미용 

부위 항목 조사 분석

· 생체효율 및 밸런스 적용 

연구

· 제품 생체효율 효용성 검

증(in vitro skin test, 자가 

임상테스트 - 국외 출시제

품 비교)

· 개발 제품의 미용 측면 

홍보자료 제작

2-2. 연구개발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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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조사 15,000

4 제품 컨셉 개발 10,000

5
 임산부의 시기별 
부족 및 필요 

영양학적 요소 분석
10,000

(숙명여자대
학교)

6 수유부의 필요 
영양학적 요소 분석 10,000

7

메타분석을 이용한 
임산부와 관련된 주요 
영양소 섭취에 따른 
임신 결과 분석

20,000

8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영양소 및 

식품 선정

20,000

9 예비임산부 
미용정보 수집

25,000

박승용
(연암대학교)

10 조사항목 설계

11
1차 설문조사 실시 
통계처리 및 결과 

분석

12
피부 증진용 해외 

출시 상품조사 실시

13 국내 포스터 발표문 
작성 및 제출

14
생체효율 효용성 
연구방법 문헌조사

15,00015
피부분야 in vitro 
skin test 상품 

조사

16
임산부 및 수유부 
대상 임상조사 

사례조사

2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연구
개발비
(단위:
천원,

현물제외)

책임자
(소속
기관)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제품 컨셉 수립 및 
포뮬러 개발

10,600

신현수
(일동후디스

(주))

2 제품 제제화 검토 25,000

3 Pilot test 실시
대량생산 공정 확립

40,000

4 시제품 생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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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형 결정에 따른 
컨셉 수립 및 
포뮬러 개발

25,000

(숙명여자대
학교)

6 임산부 및 수유부를 
위한 제품 개발 20,000

7 RSM을 통한 제품 
최적화 20,000

8 논문 게재(KCI) 5,000

9
임산부 및 수유부 
기간별 미용 정보 
홍보자료 제작

20,000

박승용
(연암대학교)

10 조사항목 보완 설계

11 2차 설문조사 실시

12 통계처리 및 
결과분석

13 국내 논문작성/해외 
포스터 발표문 작성

14
원료성분의 

생체효율 효용성 
실험 실시

30,00015
원료성분의 in 

vitro skin test 
실시

16
시험제품 섭취 및 
임산부 및 수유부 
자가 임상테스트

17
연차보고서/연차계
획서 작성 및 제출 -

3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연구
개발비
(단위:
천원,

현물제외)

책임자
(소속
기관)1 2 3 4 5 6 7~8 9~10 11~12 1~2 3~4 5~6

1 시제품 생산 30,000

신현수
(일동후디스

(주))

2 시제품 품질평가 20,000

3 소비자조사 15,000

4 사업화전략 수립 10,600

5 개발제품 관능검사 
소비자조사 30,000

주나미
(숙명여자대

학교)
6

개발제품 섭취 
가이드 개발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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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술발표 및 
논문(KCI) 게재 5,000

8
개발제품(4종) 

생체효율 효용성 in 
vitro test 실시

15,000

(연암대학교)

9
임산부 제품(2종) 
섭츼 및 자가 임상 

테스트 실시
15,000

10
수유부 제품(2종) 
섭취 및 자가 임상 

테스트 실시 

11
조사항목 분석 및 

통계처리

20,000

12
증진효과 설문조사 

실시

13
해외 포스터 발표문 
작성/제출 및 해외 
논문 작성/제출

14
2년차 보고서 
작성/제출

15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정산/증빙제출

No.
게재

연월
논문명 저자명 학술지명 권, 호

국내

외

구분

SCI구분

1
2017.

12

임산부 배변활동 향상용 

다시마쿠키 제조조건 

최적화

주나미 

외 4인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33(6):16

-24
국내 비SCI

2
2017.

12

임산부 및 수유부의 

영양·미용·체형변화에 

대한 관심도와 미용 

보조 식품에 관한 연구

박승용 

외 2인
한국유가공학회지

35(4):23

2-243
국내 비SCI

3
2018.

2

입덧 진정효과를 위한 

생강함초캔디의 

제조조건 최적화

주나미 

외 1인
영양사협회학술지

24(1):19

-30
국내 비SCI

4
2018.

2

피부 미용 개선을 위한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수유부용 쿠키 개발

주나미 

외 1인
영양사협회학술지

24(1):31

-47
국내 비SCI

2-3. 연구개발 성과

2-3-1. 논문게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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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

4

수분공급 및 피부미용을 

위한 수유부용 

타이거너츠 갈수 개발에 

관한 연구

주나미,

박승용 

외 1인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34(2):12

5-135
국내 비SCI

6
2019.

2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Dietary Style

and Dietary Guidelines

for Pregnant Women

주나미 

외 2인

동아시아식생활문화학

회지

29(1):1-

9
국내 비SCI

7
2019.

06

Effects of Avocado

Yoghurt, Three Beans

Cookie, and Tiger Nut

Galsu Drink on

Fibroblasts (Hs68) and

Keratinocytes (HaCaT)

박승용,

주나미,

신현수 

외 4인

한국유가공학회지
37(2):13

5-153
국내 비SCI

No. 출원번호 특허 발명의 명칭 출원인

1 10-2017-0145328 임신부용 생강함초캔디 및 이의 제조방법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 10-2017-0145327 임신부용 다시마쿠키 및 이의 제조방법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3 10-2018-0025782
임신부 및 수유부의 피부 미용 개선용 오트밀 

쿠키 및 이의 제조방법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4 10-2018-0025784
임신부 및 수유부의 피부 미용 개선용 

타이거너트 음료 및 이의 제조방법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5 10-2019-0068852
오메가-3 함량이 증대된 기능성 아보카도 버터 

및 이의 제조방법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

No. 발표일 발표 주제 발표자 학술대회명 개최지

1 2016.12.03

출산경험에 따른 

영양・미용관리 관심도 

차이 및 자가관리 실태 

조사 

박승용,

신현수 

외 2인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추계학술대회

청주

(대한민국)

2 2016.12.03

출산경험에 따른 

영양・미용증진 보조식품 

인식도 차이 분석 

박승용,

신현수 

외 2인

화장품뷰티학회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

서울

(대한민국)

2-3-2. 특허 성과

2-3-3.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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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12.15
임신 수유부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논문 고찰

주나미 

외 5인

한국식품영양학회

동계학술대회 

서울

(대한민국)

4 2017.05.19
생강즙첨가 함초캔디의 

품질 특성

주나미 

외 1인

한국식품영양학회

춘계연합학술대회

서울

(대한민국)

5 2017-05-26

임산부 및 수유부의 미용 

증진 supplement 식품에 

대한 관심도 및 섭취실태

박승용,

신현수 

외 2인

한국유가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전주

(대한민국)

6 2017-07-31

PUFA Compositions of

High Mountain Farm Milk

for Development of Inner

Health Outer Food

박승용 

외 2인

ISNFF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 Exhibition of

Nutraceutical Functional

Foods)

군산

(대한민국)

7 2017.10.13

Optimization of Sea Tangle

Cookies for improving

Constipation Activity of

Pregnant Women

주나미 

외 4인

한국식품조리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대한민국)

8 2017.10.13

수유부를 위한 맥주 효모 

첨가 저혈당 쿠키의 최적화 

연구

주나미 

외 2인

한국식품조리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대한민국)

9 2017.10.13

Structural Relations of

Food Choice Attributes

and Level of Adherence to

Dietary Guidelines

according to Dietary Style

of Pregnant Women

주나미 

외 2인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대한민국)

10 2018.06.01

수유부용 피부미용을 위한 

타이거너츠 및 함초 첨가 

음료 개발

주나미 

외 3인

한국식품조리과학회

춘계연합학술대회

제주

(대한민국)

11 2018-10-17

Effects of Avocado Butter

Made from Mountain

Pasture Milk for Skin

Recovery of Lactating

Women

박승용
국제낙농연맹 

세계연차총회

대전

(대한민국)

2-3-4. 전문연구 인력 양성

- 해당없음

2-3-5. 산업기술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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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세부과제명 세부연구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연구결과

1차

년도

(2016)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영양 ․ 미용 

증진 프로젝트

임산 · 수유부용식품 

제품 시장 현황 및 

제품 분석

• 국내시장  및 제품분석

- 제품분석 및 시장현황 분

석

• 해외시장 및 제품분석

• 유형별 법적 기준 검토

• 국내 임산 ․ 수유부용식품(유

형) 및 관련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파악(공식 통계자료 첨부, 유니기획 

의뢰(임산 ․ 수유부 관련))

• 국내 유통 임산 ․ 수유부용식

품(유형) 및 임산 ․ 수유부 타겟 

제품 비교 분석 실시

• 유형별 법적규격, 표시기준 검토 

완료

특허 Map(PM; Patent

Map) 분석

• 임산 ․ 수유부용식품 관

련 특허맵 자료 구분

• 임산 ․ 수유부용식품 관

련 technology map 작성

• 임산 ․ 수유부용식품 관련 검

색 카테고리 분류

- 성분 및 원료 : 엽산, 철분, 칼슘,

오메가-3&6, 유산균, 기타

- 영양성분 : 원물, 분말, 액상, 기

타1(완제품형태), 기타2(조성물, 캡

슐)

- 증상 : 수유촉진, 입덧완화, 체중

조절

• 임산 ․ 수유부용 식품 

technology mapping 완료 및 분석

임산부, 태아/수유부의 

부족 및 필요 영양학적 

요소 도출을 통한 

개발제품 컨셉 개발

• 임산 ․ 수유부용식품 개

발방향 설정

• 해당 유형별 컨셉(안) 작성 : 각 

1건(아이데이션 단계)

- 해당없음

2-3-6. 생명자원(생명정보) 성과

- 해당없음

2-4. 연구결과

2-4-1. 연구수행 결과

■ 총 연구기간 연구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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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수유부 영양을 

위한 제형 개발

임신부/수유부의 

시기별 부족 및 필요 

영양소 분석

• 선행 연구 분석 및 문헌 

고찰을 통하여 임산부 및 ·

수유부의 시기별 부족 및 필

요 영양소 분석

• 임신부의 부족 및 필요영양소는 

철분, 칼슘, 엽산, 필수지방산, 단백

질, 티아민 등

• 수유부의 부족 및 필요영양소는 

단백질, 필수지방산, 칼슘, 엽산, 수

분 등 

• 제품 컨셉 개발을 위해 입덧기/

임신안정기/수유기로 구분하여 필

요 영양소 선정

식품 선정을 위해 

구체적인 메타분석용 

raw data 수집

• 임신부와 관련된 기존 메

타분석 논문 검색(Pubmed

에서 keywords: pregnancy,

pregnant, breast feeding,

meta analysis)

• 각 검색 논문의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정리

• 기존 메타분석 논문의 

categorization

• 총 검색 논문수 : 584개

• 검색된 논문을 독립변수에 따라  

9개 category로 구분하고, 각 논문

을 분류 

• 이 중 식품 category 내에서 제

품에 활용 가능성이 있는 식품(생선

유, 프로바이오틱스)을 소재로 한 

메타분석 논문 선정 

식품 선정을 위한 

메타분석 실시

• STATA program 이용하

여 메타분석 실시

•생선유 관련 메타분석 논문(2013)

분석 결과 총 59개 참고문헌 중 실

제 메타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논

문 선정하고, 2013년 이후 관련논문

을 추가 검색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메타분석 

논문(2012) 분석 결과 총 68개 참고

문헌 중 실제 메타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논문 선정하고, 2012년 이

후 관련논문 추가 검색

•저자, 출판년도, 국가, 참여자 수,

study-design, 평균연령 또는 연령

범위, OR 또는 RR(95% CI), 비교

군, 진단기준, STROBE 점수, 적용 

변수(연령, 교육수준, 신체활동, 흡

연, 알콜, BMI 등) 등의 수집한 

raw data 이용해 효과차이를 변량

효과모형을 사용하여, 가중최소제곱 

추정법으로 메타분석 실시→프로바

이오틱스와 아토피간에 상관관계 

유의미함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맞춤형 식품의 

미용 증진 효과 

연구

예비 산모의 체형과 

피부 변화에 따른 미용 

관심도 조사

• 스마트 폰 설문조사용 앱 

개발 및 설문조사 실시

• 데이터 정리 및 통계처리 

실시

• 화장품미용학회 포스터 발표(제

출완료)

- 발표제목 : “출산경험에 따른 영

양・미용증진 보조식품 인식도 차

이 분석”



- 24 -

임산부와 수유부의 

체형변화 및 미용 

관심도 조사

• 스마트 폰 설문조사용 앱 

개발 및 설문조사 실시

• 데이터 정리 및 통계처리 

실시

• 인체예술학회 구두발표(발표문 

및 포스터 제출완료)

- 발표제목 “출산경험에 따른 영

양・미용관리 관심도 차이 및 자가

관리 실태 조사”

식품을 통한 미용건강 

증진방안의 과학적 

근거 조사

• Low GI 식품의 임산부

에 대한 beneficial 효과 및 

미용관련 질병 억제 효과 등

에 관한 국외 문헌 조사 

• 식단조절에 의한 임산부의 피부 

관련 과학적 연구 내용 조사 완료

• Low GI Diet 섭취 효과에 관한 

과학적 근거 조사 완료

• 지속적인 보완 조사 실시 중에 

있음.

in vitro 및 간이 

임상법에 의한 피부 

미용 증진효과 효용성 

조사

• 국내 피부 탄력성 연구논

문 및 enzyme immuno

assay kit를 이용한   콜라

겐 함량 분석기법 조사

• 2차 년도 임상대상자를 대상으

로 하는 자체 분석 또는 위탁 분석

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완료

국내외 동종 제품의 

미용 증진 효용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 internet search를 통한 

제품 자료 조사 및 국내외 

제품 수집 중

• 인터넷 웹 서치를 통해서 2종의 

제품 효용성을 조사 

• 12월 중순 유럽 출장계획에 의

거하여 국외 제품 수집, 검토

2차

년도

(2017)

임산부 ․

수유부를 위한 

영양 ․ 미용 

증진 프로젝트 

컨셉 확정 및 포뮬러 

개발

• 소비자조사 결과 반영 컨

셉 확정

• 홍보전략, 디자인 연구 

등을 통한 시장 진입전략 수

립

• 영양학적 및 미용요소 분

석 결과 반영 영양설계 및 

포뮬러 개발

• 소비자조사 결과를 통한 컨셉 

확정

• 임산수유부 타겟에 맞춘 디자인 

연구를 통한 시장 진입전략 수립

• 연암대 영양 및 미용요소분석 

결과를 통한 영양설계 및 포뮬러 

개발

후보원료 적용 제품 

제제화 연구 및 성분 

분석

• 후보소재 원료의 제조공

정의 표준화 및 기준규격 설

정 확보

• 일상대용식의 원료에 관한 제조

공정의 표준화 및 기준규격 설정 

확보
제형별 실험실적 

테스트 실시를 통한 

개발가능여부 검토 및 

제형 설정

• 분말, 복합물, 정제물등의 

제형별 안전성 및 보존테스

트

• 일반 영양성분 분석

• 분말, 복합물의 제형별 안전성 

및 보존테스트 완료

• 일반 영양성분 분석 완료

Pilot 테스트 제품의 

품질 안정성 평가 및 

규격 설정

• 컨셉원료 적용 제형별 생

산공정 연구, 공정 set-up에 

관한 자료 확보

• 일상대용식 생산공정 연구, 공정 

set-up에 관한 자료 확보

대량생산 공정 확립  
• 연속식 유동층 과립화 • 일상대용식의 연속식 유동층 과

립화를 통한 대량생산 공정 확립

임산부 ․

수유부 영양을 

위한 제형 개발

제형 결정에 따른 컨셉 

수립 및 포뮬러 개발

• 제형 결정에 따른 컨셉수

립 (섭취 간편성, 영양 및 

미용성, 기호성)

• 선정된 주요 영양소와 제

형을 고려한 ingredient 결

정

• 컨셉- 섭취간편성, 영양 및 미용

성, 기호성 반영

• 단백질, 칼슘, 엽산, 철분, 식이

섬유, 수분, 필수지방산, Low GI,

biotin 등 고려 영양소 결정

• 국내외 시장조사,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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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사용 가능 원료, 제형 형성 

가능성 고려하여  비스킷 또는 쿠

키, 후식용 캔디, 젤리, 액상형 음료 

제형으로  결정

임산부·수유부를 위한 

제품 개발 

• 대상자의 섭식상태를 고

려한 시기 구분

• 시기별 고려사항 및 제형 

확정

• 원료 효능을 고려한 제형

별 원료 결정

• 각 제품의 최종 컨셉 확

정 

• 입덧 현상이 나타나 식품 섭취

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입덧기와 

입덧 현상이 안정화 되어 체중 증

가 및 태아 발달이 활발한 입덧 안

정기, 그리고 출산 후 모유 분비 및 

수유기로 구분

• 입덧기: 입덧 진정 및 완화, 유

기산, 엽산 보충, 간편 섭취를 고려

하여 캔디 제형 및 마시는 젤리로 

확정 → 생강, 함초 원료 / 석류,

망고, 복숭아 농축액 원료

• 입덧안정기: 영양요구도 반영,

변비완화, 배변활동 향상, 간편성,

기호성이 높은 쿠키 제형으로 확정 

→ 다시마 원료

- 다뇨 또는 빈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차류, 단순당 사용 제한 

• 수유기: 체중 조절, low GI, 피

부미용 개선, 모발 영양, 간편성, 기

호성이 높은 쿠키→ 맥주효모, 오트

밀, 두류 원료 / 모유 수유로 인한 

갈증 해소, 수분공급, 피부 및 모발 

영양을 고려한 음료 제형으로 확정

→타이거너트 원료 

반응표면분석법을 통한 

제품 최적화 

• RSM을 통한 생강함초캔

디 최적화

• RSM을 통한 다시마 쿠

키 최적화

• RSM을 통한 맥주효모  

및 두류 첨가 쿠키 최적화

• RSM을 통한 타이거너트 

갈수 음료 최적화

• 입덧기: 생강함초캔디, 마시는 

과일젤리

• 입덧안정기: 다시마 쿠키

• 수유기: 맥주효모 및 두류 첨가 

쿠키, 타이거너트 갈수 음료

→ 임산부·수유부 제품 5종 개발 및 

제품 최적화 완료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맞춤형

식품의 미용

증진효과

연구

임산부 수유부의 

체형변화 및 미용 

관심도 조사

• 스마트폰 설문조사용 앱 

개발 및 설문조사 실시

• 학술대회 포스터 2건 발

표 및 논문 1건 제출

• 한국유가공과학회

- 포스터발표(17.05.26)

- 발표제목 : “임산부 및 수유부의 

영양·미용·체형변화에 대한 관심도

와 미용 보조 식품에 관한 연구”

• 한국유가공과학회

- 학술지 35권(4호)(12월 31일)

- 발표제목 : “임산부 및 수유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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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증진 supplement 식품에 대한 

관심도 및 섭취실태”

피부미용 증진효과 

효용성 분석  

• 오라클 피부과 병원에서 

임상실험 완료

• 총 14명의 임산부 임상 실험 완

료

• 조사항목 6항목

- 빈혈 (RBC, HBHt)

- 염증 (WBC, ly&mo&gr)

- 간 (GOT, GPT)

- 신장 (BUNCrea)

- 갑상선 (TSH free T4)

- 피부관련 (주름, 색소, 붉음증,

모공, 피지, 트러블)

• 인체 섬유아페포(Hs68)의 

세포활성, pro-collagen

Type-1 C peptide 생성 향

상력 측정

• Keratinicytes (HaCaT)의 

세포활성 및 MMP-1 생성 

억제력 측정

• 식품원료 6종 분석 완료

- 타이거너트

- 검은콩

- 렌틸

- 병아리콩

- 아보카도

- 맥주효모

• 국외 구입 식품원료 8종 분석 

완료
미용 증진 효용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해외 문헌구입 및 internet

search를 통한 제품 자료 조

사 완료

• 홍보자료 제작 완료

3차

년도

(2018)

임산부 ․

수유부를 위한 

영양 ․ 미용 

증진 프로젝트 

시제품 생산 및 제품 

안전성 검증

•시제품 생산

•시제품의 품질평가

•제품 배합비 및 제조공정 

최종 확정

•시생산 진행

- 품목 : 진저레몬캔디, 다시마쿠

키, 콩콩콩쿠키, 갈수 외 4종 등

•시제품의 품질평가

- 4종 진행 (캔디, 쿠키2종, 갈수)

- 관능평가, 유통기한설정시험,

제품 품질규격 검토 완료

•최종배합비 확정

•제조공정 확정

•품목제조보고서(가안) 작성 완료

(생산 전/후 7일이내 신고)

소비자조사
•소비자조사 •시제품 소비자 수용도 조사 실시

(심층인터뷰) 및 분석

마케팅(산업화)

전략수립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전

략 수립을 통한 사업화 전략 

수립

• 패밀리브랜드 개발 완료

- 뉴트리마미

•디자인 완료

- BI (Brand identity), 제품 패키

지 (4종)

•유통 전략 수립

- 판매 채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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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제작 완료

- 패밀리브랜드 리플렛 제작

임산부 ․

수유부 영양을 

위한 제형 개발

소비자조사
•개발제품 관능검사 •개발제품 표적집단 소비자 기호

도 조사 및 설문조사 진행 완료

개발제품 섭취 가이드 

개발

•개발제품 섭취 가이드 개

발

•홍보용 섭취 가이드 개발 완료

- 개발 제품 섭취 효과 홍보 및 

임신 수유부 영양의 중요성 홍보 

시각 자료 작성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맞춤형

식품의 미용

증진효과

연구

임산부와 수유부의 

미용 관심도 섭취 실태 

조사

•청주시 하안 유산부인과와 

협의 후 설문조사 실시함

•15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 완료함

피부미용 증진효과 

효용성 분석

•이화 여성병원과 임상실험 

계획 협의

• 아미아 뷰티숍과 임상실

험 협약

•피부진단실험 (API 진단 kit를 통

한 6개 항목(유분, 수름, 주름, 탄력

도 등) 및 피부유형 검사 실시

• 총 22명 산모 및 14명의 모유 

수유부 대상 임상실험 완료
• 인체 섬유아세포의 세포

활성, pro-collagen type I C

peptide 생성 향상력 및 

MMP-1 생성 억제력 분석

• 개발 미용식품 4종 분석완료

- 스킨케어 식품 : 콩콩콩쿠키

- 모유분비 촉진식품 : 타이거넛츠 

갈수

- 임신부 영양 균형 식품 : 아보카

도 과육 요구르트, 아보카도 잼 요

구르트

• 해외상품 8종 분석 완료

- 스킨케어 식품

: Viridian clear skin complex

Collagen powder (type 1)

Biotona skin food (powder)

- 모유 분비촉진 다류

: BioLys (fennel and anise)

Happy mama

Heat heather(pomegranate)

- 임신부 영양 균형식품

: Enfamama

Pregnagen

추가 식품개발

(임산부 균형영양식)

•기 개발 식품의 효용성 미

흡

• 아보카도 유제품 신규개

발

• 곡류 및 두류 중심 미용식품의 

제조공정 중 가열에 의한 효용성 

저하 사실 확인

• 아보카도 버터 및 아보카도 요

구르트 2종 신규 개발하여 특허출

원 중

※ 구체적 연구결과 하단 첨부

■ 주관연구기관 (일동후디스(주)) : 임산부·수유부를 위한 영양·미용 증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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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산현황 매출현황

생산능력

(T)

생산량

(T)

생산액

(천원)

국내판매량

(T)

국내판매액

(천원)

수출량

(T)

수출액

($)

특수용도식품 2,592,957 46,764
212,987,92

4
45,016 916,369,790 180,721

133,148,31

0

품목명

생산현황 매출현황

생산능력

(T)

생산량

(T)

생산액

(천원)

국내판매량

(T)

국내판매액

(천원)

수출량

(T)

수출액

($)

소계 2,592,957 46,764 212,987,924 45,016 316,369,790 979 11,318,529

기타영 유아식 252,089 9,700 27,487,938 9,193 42,721,002 158 1,266,888

당뇨환자용식

품
161,911 3,258 6,439,297 4,009 10,986,628 1 1,538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 13 330,718 12 468,160 - -

성장기용조제

식
239,420 14,344 104,452,925 13,553 175,809,350 116 1,058,549

신장질환자용 237,947 277 933,678 238 1,021,227 - -

◎ 1차년도 (2016년도)

가. 관련 제품 탐색 및 시장조사

(1) 국내 시장 현황 

○ 특수용도식품 > 임산 ․ 수유부용식품 및 관련 건강기능식품(비타민 및 미네랄, 프로바이오틱

스) 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특수용도식품

- 특수용도식품이라 함은 영 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 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영

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 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 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말함

○ 2015년 특수용도식품 국내매출액은 916,369,790천원임. 그 중 임산수유부용식품의 비율은 

0.66% 정도를 차지하며 국내매출액은 1,091,209천원을 나타냄.

표 1. 특수용도식품 생산 및 매출현황(2015년)

(출처 : 2016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 18호))

표 2. 특수용도식품 품목별 생산 및 매출 현황(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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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연하곤란환자

용 

점도증진식품

200 2 85,249 2 104,369 - -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

605 1,351 2,718,870 1,337 4,419,758 - -

영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21,017 279 3,557,340 168 3,799,973 212 2,922,569

영 유아용곡류

조제식
- 18 354,690 16 442,004 9 94,975

영아용조제식 - 183 2,260,582 132 4,709,496 21 205,083

임산 수유부용

식품
50 120 1,409,677 42 1,091,209 69 738,256

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
- 10 173,823 5 162,810 -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47,464 3,504 38,438,610 2,781 40,104,239 391 5,028,332

환자용 

균형영양식
1,632,255 13,705 24,344,527 13,526 30,529,565 1 2,340

구분 국내판매액(천원) 점유율(%) 증가율(%)

2010 292,534,163 0.8 4.5

2011 312,306,030 0.8 6.8

2012 329,303,007 0.8 5.4

2013 331,223,513 0.7 0.6

2014 287,738,376 0.58 -13

2015 316,369,790 0.61 10

구분 국내판매액(천원) 점유율(%) 증가율(%)

2010 128,144 0.04 -89.9

2011 1,280,797 0.41 899.5

2012 1,899,809 0.58 48.33

2013 1,747,983 0.53 -8

2014 1,193,252 0.41 -32

2015 1,091,209 0.34 -8.6

(출처 : 2015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최종)

○ 2015년 특수용도식품 및 임산 수유부용식품의 국내판매액 변동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 특수용도식품 국내판매액 변동 현황(2015년)

(출처 : 2015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최종)

표 4. 임산 수유부용식품 국내판매액 변동 현황(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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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5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최종)

그림 1. 임산수유부용식품 매출 추이

○ 특수용도식품 시장은 전체 식품시장의 약 0.6%를 차지할 정도로 크지 않은 규모의 시장임. 임

산 수유부용식품 시장은 그 중 0.34%를 차지해 시장 규모는 작은편임.

○ 임산 수유부의 영양관리는 매우 중요함. 대다수의 임산 수유부는 주로 식이보충제의 형태

로 되어 있는 제품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고 있음. 그러나 향후 식품 자체의 형태로도 부족 영양

소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필요할 것임.

○ 건강기능식품

- 임산부들이 주로 섭취하는 보조제는 엽산, 철분제가 있음. 이는 건강기능식품 분류 중 ‘비타민 

및 미네랄’로 분류되며, ‘비타민 및 미네랄’ 내 엽산, 철분 제제별 통계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

체 건강기능식품 시장 통계치를 활용, 시장상황을 유추함.

- 전체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은 다음 그림과 같음. 최근 10년간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며, 지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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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매출액(억원) 비율(%)

홍삼 6,942.9 46.2

비타민 및 무기질 2,078.7 13.8

프로바이오틱스 1,578.7 10.5

밀크씨슬 추출물 705.2 4.7

알로에 560.0 3.7

EPA 및 DHA 함유 유지 484.7 2.3

인삼 306.9 2.0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276.9 1.8

루테인 203.5 1.4

클로렐라 165.3 1.1

그림 2.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참조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

-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홍삼제품이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

타민 및 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순으로 나타남.

표 5.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매출 현황(고시형, 상위 10위)

- 2015년 상위 5개 품목 비중은 전체 79.5%, 상위 10개 품목이 89.6%로 매출액 편중이 심한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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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현황(상위 10개 품목 기준)

(출처 : 2015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통계 분석 자료)

- 작년 대비 비타민 및 무기질과 루테인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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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건강기능식품 상위 품목 추이

- 엽산, 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 외 일반의약품으로도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를 추산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꾸준히 필요로 하는 소비자층(임산 수유부)이 있으므로 시장 진입

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임산 ․ 수유부의 변비증상 완화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도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됨.

나. 국내 제품

○ 국내 임산 수유부용식품 유형으로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거의 없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몇몇 업체에서 보충제형태가 아닌 식품의 형태로도 출시하고 있음.

○ 임산 수유부용식품의 법적조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몇몇 특정 영양소를 포함(강조)한 

제품이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해당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

한 제형, 유형으로 검토를 진행중임.

○ 임산 수유부용식품 기준 및 규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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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신부

1분기

임신부

2분기

임신부

3분기
수유부

비고

(30~49세 기준)

에

너

지

와

다

량

영

양

소

에너지 kcal +0 +340 +450 +320
필요추정량

1,900

탄수화물 g - - - -

지방 g - - - -

n-6계 지방산 g - - - -

n-3계 지방산 g - - - -

단백질 g
- +12 +25 +20 평균 40

- +15 +30 +25 권장 50

식이섬유 g +5 +5 충분 20

수분 mL
- - - +500 액체 1,000

+200 +700 총수분 2,000

메티오닌+시스테인 g
+0.3 +0.3 평균 0.8

+0.3 +0.4 권장 1.0

류신 g
+0.6 +0.9 평균 1.8

+0.7 +1.1 권장 2.3

이소류신 g
+0.3 +0.5 평균 0.8

+0.3 +0.6 권장 1.0

발린 g
+0.3 +0.5 평균 1.0

+0.4 +0.6 권장 1.3

라이신 g
+0.3 +0.4 평균 1.9

+0.4 +0.4 권장 2.4

페닐알라닌+티로신 g
+0.8 +1.5 평균 2.2

+1.0 +1.9 권장 2.7

트레오닌 g
+0.3 +0.4 평균 0.9

+0.4 +0.6 권장 1.1

트립토판 g
+0.1 +0.2 평균 0.2

+0.1 +0.2 권장 0.3

히스티딘 g
+0.2 +0.2 평균 0.6

+0.2 +0.3 권장 0.8

지

용

성

비

타

비타민A μgRAE

+50 +350 평균 450

+70 +490 권장 650

3,000 3,000 상한 3000

비타민D μg
+0 +0 충분 10

100 100 상한 100

비타민E mgα-TE +0 +3 충분 12

① 정의 : 임산 수유부용식품이라 함은 임신과 출산, 수유로 인하여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

을 가진 임산부 및 수유부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것을 말함

② 제조 가공기준

- 임산 수유부의 식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해 첨가하는 비타민류, 무기질류 등은 제품 

중에 균일하게 혼합하여아 함

- 임산 수유부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소를 첨가하

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1일 또는 1회 제공하는 영양소 함량을 적절하게 조절함

표 6. 2015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 임신부 및 수유부 

(보건복지부, 2015 / 1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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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540 540 상한 540

비타민K μg +0 +0 충분 65

수

용

성

비

타

민

비타민C mg

+10 +35 평균 75

+10 +40 권장 100

2,000 2,000 상한 2,000

티아민 mg
+0.4 +0.3 평균 0.9

+0.4 +0.4 권장 1.1

리보플라빈 mg
+0.3 +0.4 평균 1.0

+0.4 +0.5 권장 1.2

니아신 mgNE

+3 +2 평균 11

+4 +3 권장 14

35 35 상한 35

1,000 1,000 상한 1,000

비타민B6 mg

+0.7 +0.7 평균 1.2

+0.8 +0.8 권장 1.4

100 100 상한 100

엽산 μgDFE

+200 +130 평균 320

+220 +150 권장 400

1,000 1,000 상한 1,000

비타민B12 μg
+0.2 +0.3 평균 2.0

+0.2 +0.4 권장 2.4

판토텐산 mg +1 +2 충분 5

비오틴 μg +0 +5 충분 30

다

량

무

기

질

칼슘 mg

+0 +0 평균 510

+0 +0 권장 700

2,500 2,500 상한 2,500

인 mg

+0 +0 평균 580

+0 +0 권장 700

3,000 3,500 상한 3,500

나트륨 mg
1,500 1,500 충분 1,500

2,000 2,000 목표 2,000

염소 mg 2,300 2,300 충분 2,300

칼륨 mg +0 +400 충분 3,500

마그네슘 mg

+32 +0 평균 235

+40 +0 권장 280

350 350 상한 350

철 mg

+8 +0 평균 11

+10 +0 권장 14

45 45 상한 45

아연 mg

+2.0 +4.0 평균 7

+2.5 +5.0 권장 8

35 35 상한 35

구리 μg

+100 +370 평균 600

+130 +480 권장 800

10,000 10,000 상한 10,000

불소 mg
+0 +0 충분 2.5

10.0 10.0 상한 10.0

망간 mg
+0 +0 충분 3.5

11.0 11.0 상한 11.0

요오드 μg

+65 +130 평균 95

+90 +190 권장 150

상한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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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늄 μg

+3 +9 평균 50

+4 +10 권장 60

400 400 상한 400

몰리브덴 μg

평균 20

권장 25

450 450 상한 450

크롬 μg +5 +20 충분 25

구분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수분(%) 10.0 이하(분말, 고형의 건조제품에 한한다.)

영양소(%)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대장균군 n=5, c=0, m=0

세균수 n=5, c=1, m=10, M=100(액상 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구분 내용

수분 제9. 일반시험법 1. 식품성분시험법 1.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영양소 제9. 일반시험법 1. 식품성분시험법 및 1.2 미량영양성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대장균군 제9. 일반시험법 3. 미생물시험법 3.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세균수 제9. 일반시험법 3. 미생물시험법 3.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타르색소 제9. 일반시험법 2.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No. 표시사항 비고

1 제품명

2 식품유형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유통기한

5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6 원재료명

7 영양성분 및 1회 섭취참고량 임산 수유부용 식품 : 20g

8 용기 포장 재질

(출처 :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2015)

③ 규격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6-43호)

④ 시험방법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6-43호)

⑤ 임산 수유부용식품 표시기준 검토

- 법적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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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품목보고번호

10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11 보관방법

12 주의사항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방사선조사(해당 경우에 한함)

13 알레르기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14 방사선조사(해당 경우에 한함)

15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16 기타표시사항

공통사항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

한 영양성분은 “영양성분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

치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영양성분과 영아

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

등식품 중 영․유아(0∼36개월) 대상 제품은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

(특수용도식품 공통사항)

-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

품, 임산․수유부용식품 제외)

임산 

수유부용 

식품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기준 원료

엽산(Folic Acid)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엽산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

규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엽산 표시량의 80～150%

대장균군 음성

제품의 요건
기능성 내용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일일섭취량 120～400 μg

시험법
엽산 제 4. 3-11 엽산

대장균군 [별표 4] 참조

(출처 : 「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16-99호 고시 전문)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검토

① 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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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준 원료

구연산철(Ferric Citrate)

구연산철암모늄(Ferric Ammonium Citrate)

글루콘산철(Ferrous Gluconate)

인산철(Ferric Phosphate)

젖산철(Ferrous Lactate)

푸마르산제일철(Ferrous Fumarate)

피로인산제이철(Ferric Pyrophosphate)

피로인산철나트륨(Sodium Ferric Pyrophosphate)

황산제일철(Ferrous Sulphate)

헴철(Heme Iron)

염화제이철(Ferric Chloride)

- 환원철(Iron Reduced)

-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철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

규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철 표시량의 80～150%

대장균군 음성

제품의 요건

기능성 내용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

일일섭취량 3.6～15 mg

섭취 시 주의사항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시험법
철 제 4. 3-18 철

대장균군 [별표 4] 참조

제조기준

원재료
식용 가능한 어류 및 조류(藻類), 바닷물범(Pagophilus

groenlandicus)

제조방법
상기 (1)의 원재료에서 가열, 압착, 헥산 또는 이산화탄소(초임

계추출)를 이용하여 유지를 추출한 후 여과하여 제조하여야 함

기능성분(또는 지표

성분)의 함량

EPA와 DHA의 합으로서 식용 가능한 어류 유래 원료는 180

mg/g 이상, 바닷물범 유래 원료는 120 mg/g 이상, 조류 유래 

원료는 300 mg/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

규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EPA와 DHA의 합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잔류용매(mg/kg) 5.0 이하(헥산을 사용한 경우)

중금속 납(mg/kg) : 3.0 이하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16-63호, 2016.6.30.)

② 철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16-63호, 2016.6.30.)

③ 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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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mg/kg) : 1.0 이하

총수은(mg/kg) : 0.5 이하

대장균군 음성

최종제품의 

요건

기능성 내용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EPA와 DHA의 합으로서 0.5～2 g

시험법

EPA와 DHA 제 4. 3-32 지방산

잔류용매 [별표 4] 참조

납, 카드뮴, 총수은 [별표 4] 참조

대장균군 [별표 4] 참조

제조기준

원재료

종   류

Lactobacillus

L.acidophilus, L.casei, L.gasseri,

L.delbrueckii ssp. bulgaricus,

L.helveticus, L.fermentum, L.paracasei,

L.plantarum, L.reuteri, L.rhamnosus,

L.salivarius

Lactococcus Lc. lactis

Enterococcus E.faecium, E.faecalis

Streptococcus S.thermophilus

Bifidobacterium
B.bifidum, B.breve, B.longum,

B.animalis ssp. lactis

다음의 미생물 또는 이를 혼합한 균과 균 또는 배양체를 배양

시키기 위한 배지 및 보호제

제조방법 상기 미생물을 배양 ․ 건조하여 제조하여야 함

기능성분(또는 지표

성분)의 함량
생균을 100,000,000 CFU/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

규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 이취가 없어야 함

프로바이오틱스 수 표시량 이상

대장균군 음성

최종제품의 

요건

기능성 내용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100,000,000 ~ 10,000,000,000 CFU

시험법
프로바이오틱스 수 제 4. 3-58 유산균수, 3-59 유산간․구균 및 비피더스균

대장균군 [별표 4] 참조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16-63호, 2016.6.30.)

④ 프로바이오틱스

⑤ 표시사항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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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기능식품 표시

(건강기능식품 도안)

2 제품명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내용량

6 영양정보

열량, 탄수화물, 당류(캡슐 ․ 정제 ․ 환 ․ 분말 형태의 건강기

능식품 제외), 단백질, 지방, 나트륨, 비타민 및 무기질(영양성분기

준치 30% 이상 함유),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

그 외 성분 임의 표기 가능(영양성분기준치 비율 표시)

7 기능정보
기능성원료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명칭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 표기

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9 원료명 및 함량
해당제품 기능성 주원료 우선표시

그 외 원료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

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

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전문고시 제2016-62호, 2016.6.30.)

그림 5. 영양 ․ 기능정보 표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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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맘스마일

제형 분말

제품명 앱솔루트 맘스마일 건강한 곡물 앱솔루트 맘스마일 코코아

○ 국내 제품 분석

- 국내 임산 수유부용식품은 다양하지 않지만 일부 업체에서 꾸준히 출시되고 있음. 임산 ․ 수

유부를 위한 제품은 해당 유형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형태로도 다수 출시되어 있음.

- 임산 수유부는 특정 영양소의 보강이 필요한 대상으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르면 영

양소별 별도 필요량이 설정되어 있음.

-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제품군은 특정 영양소가 보강된 것이 주를 이룸. 제품 영양표시면에 기재

되는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은 ‘가임기’, ‘임신부’, ‘수유부’ 각각의 영양섭취기준 대비 비율

을 표기함.

- 현재 임산 수유부용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매일유업(맘스마일, 2011년 11월 출시), 정

식품(건강맘, 2016년 8월 출시) 이 있음.

- 매일유업 ‘맘스마일’ 브랜드에서 최근 신제품 2종 출시됨. 유형은 과 채주스, 캔디류 두가지 

추가 구성되었으며, 식이섬유를 강조한 오렌지주스, 엽산을 강조한 포도 젤리가 있음(2016년 6월).

그림 6. 맘스마일 브랜드 라인업

표 7. 매일유업 임산 수유부용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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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규격 20g*15입(300g) 20g*15입(300g)

포장용기 스틱(PP필름) 스틱(PP필름)

가격(원) 12,300 12,300 

유형 임산·수유부용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섭취량 및 섭취방법 1회 1포 1회 1포

제품특징 칼로리,지방,콜레스테롤걱정은덜고,
올바르고균형있는영양섭취가가능

유통기한 12개월

업소명 및 소재지(제조) 매일유업㈜

원재료명 및 함량

오곡분말40%(국산/보리70%,현미20%,찹
쌀현미5%,조2%,수수3%),탈지분유25%(국
산,우유),정백당,덱스트린,제삼인산칼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수용성혼합비타
민(L-아스코르빈산나트륨,구연산삼나트
륨,구연산,덱스트린,영양강화제),DHA분
말,탄산칼슘,피로인산제이철혼합제제[덱
스트린,피로인산제이철,식염,유화제,레시
틴(대두)],인산철,비타민E혼합제제(DL-
α-토코페릴아세테이트,변성전분,말토덱
스트린),산화아연,비타민A아세테이트,DL
-α-토코페롤,비타민D3혼합제제(자당,아
라비아검,옥수수전분,MCT유,비타민D3,D
L-α-토코페롤),L-아스코르빈산나트륨,
비타민K1혼합제제(비타민K1,자당,아라비

아검),영양강화제

탈지분유(국산), 덱스트린, 정백당, 
코코아분말 10%(네덜란드산),  

전지분유(수입산), 치커리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제삼인산칼슘, 
수용성혼합비타민(L-아스코르빈산나트
륨, 구연산삼나트륨, 구연산,  덱스트린, 

영양강화제), 합성착향료(초콜릿향), 
DHA분말, 인산철, 

피로인산제이철혼합제제(덱스트린, 
피로인산제이철, 아라비아검),  

비타민E혼합제제(DL-α-토코페릴아세테
이트, 변성전분, 말토덱스트린), 

에틸바닐린, 산화아연, 
비타민A혼합제제(덱스트린, 아라비아검,  

옥수수전분, 비타민A아세테이트, 
DL-α-토코페롤), 

비타민D3혼합제제(자당, 아라비아검, 
옥수수전분, MCT유, 비타민D3,  
DL-α-토코페롤), 영양강화제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

영
양
성
분

1회 섭취량 g 20 　 　 　 20 　 　 　

열량 kcal 60 　 　 　 60 　 　 　

탄수화물 g 12 　 　 　 12 　 　 　

식이섬유 g 1.2 　 　 　 1.2 　 　 　

당류 g 7 　 　 　 7 　 　 　

단백질 g 2.2 5 3** 3 2.2 5 3** 3

지방 g 0.2 　 　 　 0.4 　 　 　

포화지방 g 0.1 　 　 　 0.2 　 　 　

트랜스지방 g 0 　 　 　 0 　 　 　

콜레스테롤 mg 3 　 　 　 3 　 　 　

나트륨 mg 38 　 　 　 46 　 　 　

비타민A µgRE 288 44 40 25 288 44 4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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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3 µg 2.5 　 　 　 2.5 　 　 　

비타민E mgα-TE 3.3 　 　 　 3.3 　 　 　

비타민K1 µg 16.3 　 　 　 16.3 　 　 　

비타민B1 mg 0.4 36 27 27 0.4 36 27 27

비타민B2 mg 0.43 36 27 27 0.43 36 27 27

비타민B6 ng 0.55 39 25 25 0.55 39 25 25

비타민B12 µg 0.65 27 25 23 0.65 27 25 23

비타민C mg 34 34 31 25 34 34 31 25

엽산 µgDFE 150 38 25 27 150 38 25 27

나이아신 mgNE 4.5 32 25 24 4.5 32 25 24

비오틴 µg 8.75 　 　 　 8.75 　 　 　

판토텐산 mg 1.75 　 　 　 1.75 　 　 　

칼슘 mg 220 34 24 22 220 34 24 22

인 mg 140 20 20 20 140 20 20 20

철 mg 6 43 25 43 6 43 25 43

아연 mg 2.6 33 25 20 2.6 33 25 20

DHA mg 8 　 　 　 4 　 　 　

브랜드 맘스마일

제형 액상음료 젤리

제품명 앱솔루트맘스마일
식이섬유주스오렌지

앱솔루트맘스마일
엽산젤리'포도'

이미지

규격 200ml*3입 2.5g*30개

포장용기 플라즈마 테트라팩(PE) 스탠딩 파우치(PE)

가격(원) 3,600 7,000 

유형 과·채주스 캔디류

섭취량 및 섭취방법 1회  1팩 1회 2개

제품특징

식이섬유풍부(5000mg/1ea)
철분흡수에도움주는비타민C풍부

오렌지과즙100%(인공향,인공감미료
무첨가)

입덧,임신시기에마시기좋은새콤달콤
상쾌한맛

입던임신시기에마시기좋은새콤달콤
상쾌한맛

간단한영양보충
엄마와아기에게꼭필요한필수영양소(

엽산,비타민3종)함유
합성감미료,착향료,착색료무첨가

유통기한 6개월 24개월

업소명 및 소재지(제조) 매일유업㈜ 매일유업㈜/㈜남양F&B

표 8. 매일유업 임산 수유부를 위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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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건강맘

제형 액상두유

제품명 베지밀 건강맘

이미지

   

규격 190ml*32입

포장용기 테트라팩

가격(원) 21,900 

원재료명 및 함량

정제수,  
오렌지농축과즙(오렌지과즙으로 

100%, 스페인산),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설탕, 프락토올리고당,  
포도농축과즙(국산10%), 젤라틴, 
비타민C(비타민C로2.7%), 구연산, 

MCT유(말레이시아산), 
효소처리스테비아, 생강농축액,  

비타민B6염산염(비타민B6로 0.01%), 
비타민B1염산염(비타민B1으로 
0.008%), 엽산(엽산으로 0.007%)

　 　 　

영양성분

1회 섭취량 g/ml 200 5

열량 kcal 110 15

탄수화물 g 29 3

식이섬유 g 5 　

당류 g 20 3

단백질 g 0 0

지방 g 0.5 0.1

포화지방 g 0 0

트랜스지방 g 0 0

콜레스테롤 mg 0 0

나트륨 mg 45 0

비타민B1 mg 　 0.4

비타민B6 mg 　 0.5

비타민C mg 35 135

엽산 µgDFE 　 600

- 정식품 ‘베지밀 건강맘’은 임산 수유부용 식품(멸균제품)으로, 엽산, 철분, 칼슘 및 각종 비타

민, 미네랄을 강화한 두유제품임(가장 최근 출시, 2016년 08월).

표 9. 정식품 임산 수유부용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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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임산·수유부용 식품, 멸균제품

섭취량 및 섭취방법 1회 1팩

제품특징
임산,수유부를위한영양밸런스(엽산/철분/칼슘풍부)

식물성유래오메가-3지방산함유
당류설계

유통기한 7개월

업소명 및 소재지(제조) ㈜정식품

원재료명 및 함량

두유액 86%(대두고형분 7%이상, 대두-수입산), 검은콩추출액 
6%(고형분 7%  이상, 검은콩-국산), 이소말토올리고당, 

코코넛밀크(태국산), 팔라티노스, 탄산칼슘혼합제제(탄산칼슘, 
대두다당류), 대두유, 결정과당,  천일염,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아마씨유, 단호박농축액, 건조효모분말(비타민D3), 영양강화제

영양성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

1회 섭취량 g/ml 190 　 　 　

열량 kcal 110 　 　 　

탄수화물 g 9.5 　 　 　

식이섬유 g 1.2 6 5 5

당류 g 5 　 　 　

단백질 g 6 13 8(**) 9

지방 g 5 　 　 　

포화지방 g 1.5 　 　 　

트랜스지방 g 0 　 　 　

콜레스테롤 mg 0 　 　 　

나트륨 mg 90 6 6 6

비타민D3 µg 2.5 50 25 25

비타민B1 mg 0.2 18 13 13

비타민B2 mg 0.2 17 13 13

비타민B6 ng 0.4 29 18 18

비타민C mg 18 18 16 13

엽산 µgDFE 120 30 20 22

나이아신 mgNE 2.5 18 14 13

칼슘 mg 200 31 22 20

인 mg 80 11 11 11

철 mg 3 21 13 21

아연 mg 2.6 33 25 20

(*)은영양성분기준치:한국인영양섭취기준(2010,여자30~49세영양섭취기준에대한비율)
(**)은임신3분기기준

- 웅진식품에서는 대단한콩 브랜드로 ‘맘앤베이비’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제품명과 같이 엄마와 

아이가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며, 식품 유형은 ‘두유류’임. 영양 강화 보다는 첨가물 없이 

전두유 제조방식 컨셉의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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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대단한콩

제형 액상두유

제품명 대단한콩맘앤베이비

이미지

   

규격 190ml*32입

포장용기 테트라팩

가격(원) 19,000 

유형 두유

섭취량 및 섭취방법 1회 1팩

제품특징
4無-유화제,합성착향료,카제인나트륨,착색료

국산콩두유
전두유제조방식

유통기한 6개월

업소명 및 소재지(제조) 웅진식품㈜

원재료명 및 함량 전두유액96.10%(대두고형분7.0%이상, 국산),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소금(국산),  정제수, 해조분말

영양성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

1회 섭취량 g/ml 190 　

열량 kcal 90 　

탄수화물 g 9 3

당류 g 5 　

단백질 g 6 11

지방 g 3.5 7

포화지방 g 0.5 3

트랜스지방 g 0 　

콜레스테롤 mg 0 0

나트륨 mg 130 7

표 10. 웅진식품 임산 수유부 및 아기를 위한 제품

- 임산 수유부 대상 식품 중 차류는 다음과 같음. 제형은 고형차, 침출차 2가지 타입으로 나뉘

며, 다양한 컨셉 및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을 볼 수 있음.

- 타겟 소비자층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임산 수유부 공통 제품이 있으며(커피대용차→오르조),

수유부용 제품은 스틸티가 주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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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

제형 분말 침출차

제품명 맘스 오르조 유기농 스틸티 편한맘차

이미지

   
    

규격 2g*10스틱 1g*10티백 2g*10티백

포장용기 스틱 - -

가격(원)  4,900 4,900 4,900 

유형 고형차 침출차 침출차

섭취대상 - - -

섭취량 및 섭취방법 1회 1스틱 1일 1회, 1회 2정 1일 1회, 1회 3캡슐

제품특징
보리,치커리,호밀을사용하여
커피와유사한맛을낸곡물차

100%카페인프리

100% 유기농 유럽산 7가지 
허브

자생한방병원공동개발
100%국내산9가지원료

유통기한 24개월

업소명 및 소재지(제조) 커머스파크(주)/㈜제이엔푸드

원재료명 및 함량 그라노떼 100%[보리, 호밀,  
치커리, 보리맥아](독일산)

유기농  허브티 
100%(독일산)[펜넬, 아니스, 

레몬밤, 캐러웨이, 
레몬버베나, 레몬그라스, 

천연착향료(레몬향, 자몽향), 
천연오렌지오일,  
라벤더블라썸]

백출(국내산), 황금(국내산), 
당귀(국내산), 작약(국내산), 

숙지황(국내산),  
진피(국내산, 

자소엽(국내산), 
천궁(국내산), 감초(국내산)

구분 일동후디스 새한제약 한국바이오인더스트리

브랜드 - - -

제형 분말 분말 침출차

제품명 후디스 모유보감 맘라떼모아 유기농 스틸티 락타티

이미지

   

- 스틸티 : 독일어로 stillen tea로 표기되며 이는 모유수유차로 번역됨. 국내에서는 ‘스틸티’라는 

이름으로 모유수유를 돕는 차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제품 역시 침출차 및 고형차 형태로 출시되

어 있음.

표 11. 베베스트(커머스파크) 임산 수유부를 위한 제품(다류)

표 12. 그 외 모유수유를 돕는 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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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g*60포 5.6g*30포(168g) 2g*20티백

포장용기 스틱(PE) 스틱

가격(원) 80,000 57000 18,000

유형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침출차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2회(1회 2포), 따뜻한 
물 50ml에 타서 음용 1회 1포

뜨거운 물 300ml에 3분 
우려서 음용

(티백 1개 당 2번 침출 
가능)

일 최대 6잔 이상

제품특징

전통적소재인돈족및식물소
재사용

(국내산돈족,16종전통식물
추출물)

비타민A,셀렌,비타민D3,철
분,아연보강

간편한과립형분말,전통차타
입

달콤하고 상큼한 
오렌지향분말 첨가
간편한 분말형태

이탈리아 Idena사의 
특허성분 

'마이크로나이즈드 
밀크시슬'함유

유기농 인증 7가지 원료
(회향(펜넬), 캐러웨이, 
아니스, 레몬그라스, 
레몬버베나, 레몬밤, 

라벤더블라썸)
방부제, 식품첨가물 무첨가

유통기한 　24개월 36개월

업소명 및 소재지(제조) 일동후디스㈜ ㈜새한제약/㈜오투바이오 한국바이오인더스트리㈜/㈜
제이앤푸드

원재료명 및 함량

돈족식물혼합추출분말[돈족
(국산,돼지고기),생강(국산),
시클로덱스트린시럽,당귀,
천궁,진피,백출,황기,맥문동,
율무,익모초,오미자,옥수수
수염,복령,황금,인삼,민들레,
기장미역,d-토코페롤(혼합
형)]92%,결정과당,자일리톨,
수크랄로스(합성감미료),인
산철,산화아연,파라다이스
넛추출분말(독일,셀렌함유),
분말,비타민A(덱스트린,아
라비아검,전분,비타민A아세
테이트,DL-알파토코페롤),
비타민D3(자당,아라비아검,
전분,MCT유,비타민D3,DL-

알파토코페롤) 

밀크씨슬분말[밀크씨슬추출
물, 설탕, 카라기난, 
구연산, 오렌지향, 

이산화규소]98.214%, 
말토덱스트린

아니스(터키), 펜넬(이집트), 
레몬밤(불가리아), 
캐러웨이(핀란드), 
레몬버베나(터키), 
레몬그라스(이집트), 
천연착향(레몬향, 
자몽향-독일), 

천연오렌지오일(독일), 
라벤더블라썸(프랑스)

영
양
성
분

　 　 %영양성분 기준치 %영양성분 기준치

해당없음

1회 섭취량 g/ml 4 　 5.6

열량 kcal 15 　 25

탄수화물 g 2.7 　 6 2

당류 g 1 　 5

단백질 g 0.8 1 0 0

지방 g 0 　 0 0

포화지방 g 0 　 0 0

트랜스지방 g 0 　 0

콜레스테롤 mg 0 　 0

나트륨 mg 12 1 0 0

철 mg 2.1 15

아연 mg 3.2 25

셀렌 µg 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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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A µgRE 285 25

비타민D3 µg 1.4 14

※ 2010년 한국인 수유부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

브랜드 맘엔맘엔

제형 정제 연질캡슐

제품명 맘엔맘엔  I 맘엔맘엔 II 맘엔맘엔  III 맘엔맘엔 오메가3

이미지

            

규격 550mg*120정
(2개월)

550mg*120정
(2개월)

550mg*120정
(2개월)

440mg*90캡슐

(1개월)

포장용기 - - - -

가격(원) 28,000 38,000 39,000 45,000 

유형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섭취대상 임신준비기/임신5개
월미만 임신중기/임신후기 출산/수유기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2정 1일 1회, 1회 2정 1일 1회, 1회 2정 1일 1회, 1회 3캡슐

제품특징

일본산,중국산원료미사용
영국,스위스,독일산원료사용

임산부섭취기준에준한영양소함량설정
정제크기를작게하여목넘김이쉬움

엽산등10종비타민3종미네랄

100%식물성해조류추
출오메가3

산화방지비타민E함유(
부원료)

합성착향료무첨가
일본산,중국산원료미

사용

유통기한 24개월 24개월

업소명 및 
소재지(제조) ㈜에프앤디넷/㈜뉴트리바이오텍

㈜에프앤디넷/㈜한국

씨엔에스팜

원재료명 및 함량

비타민c,파라다이스
넛추출물분말,비타민
E혼합제제(DL-알파-
토코페릴아세테이트,
변성전분,말토덱스트
린,이산화규소),산화
아연,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C,  
푸마르산제일철, 

건조효모(셀렌 함유), 
DL-알파-토코페릴초

산염 
혼합제제(DL-알파-토

코페릴초산염, 

비타민C,  
건조효모(셀렌 

함유), 
DL-알파-토코페릴초

산염 
혼합제제(DL-알파-
토코페릴초산염, 

조류DHA추출물[(DHA
40%이상/조류DHA유
지,해바라기유,D-토코
페롤(혼합형),레시틴,
아스코르빌파르미테
이트,로즈마리추출물)]

,  

- 임산 수유부용 건강기능식품은 단일 엽산, 철분제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몇 업체에서 임신 

전부터 수유기까지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 3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임신준비기/임신5개월미만’, ‘임신중기/임신후기’, ‘출산/수유기’가 일반

적이며, 대부분 엽산, 철분, 그 외 비타민 및 미네랄을 함유한 제품임

- 아래의 표는 에프앤디넷의 단계별 임산 수유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임. 그 외 오메가-3 제품

도 함께 라인업 되어 있음

표 13. 에프앤디넷 임산 수유부 타겟 건강기능식품(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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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토텐산칼슘,비타
민D3혼합제제(비타
민D3,아라비아검,자
당,옥수수전분,중쇄
중성지방,이산화규소
,DL-알파-토코페롤),
황산망간,비타민B1
염산염,비타민B6염
산염,비타민B12혼합
제제(비타민B12,말토
덱스트린,구연산삼나
트륨,구연산),비타민
B2,엽산,해조분말[(해
조분말,옥수수전분),
아일랜드산],해조분
말(아일랜드산),말토
덱스트린,결정셀룰로
오스,산화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스테아린
산마그네슘,유산균혼
합분말,이산화규소,
글리세린지방산에스

테르,비오틴

말토덱스트린, 
변성전분, 

이산화규소),  
니코틴산아미드, 

산화아연, 
레몬추출분말, 
판토텐산칼슘, 

황산망간, 
레티닐아세트산염혼
합제제(말토덱스트린, 

아라비아검, 
옥수수전분,  

레티닐아세트산염, 
DL-a-토코페롤), 

비타민D3혼합제제(아
라비아검, 
수크로오스, 
옥수수전분, 

중쇄중성지방, 
이산화규소, 

비타민D3,  DL-알파 
토코페롤), 

비타민B1염산염, 
비오틴혼합분말(결정
셀룰로오스, 비오틴),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2혼합제제(
제이인산칼슘, 
비타민B12), 
해조분말, 

산화마그네슘, 
결정셀룰로오스, 

이소말트,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글리세린

말토덱스트린, 
변성전분, 

이산화규소), 
푸마르산제일철,  
니코틴산아미드, 

산화아연, 
판토텐산칼슘, 
레몬추출분말, 

황산망간, 
레티닐아세트산염 
혼합제제(말토덱스
트린, 아라비아검, 

옥수수전분,  
레티닐아세트산염, 
DL-알파-토코페롤), 
비타민D3혼합제제분

말(아라비아검, 
설탕, 옥수수전분, 
중쇄중성지방산, 

이산화규소, 
비타민D3,  

DL-알파-토코페롤), 
비오틴혼합분말(결

정셀룰로오스, 
비오틴),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12혼합제제
분말(제이인산칼슘, 

비타민B12), 
해조분말, 

산화마그네슘, 
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
로오스, 

단호박퓌레분말(단
호박퓌레, 
덱스트린), 

초유단백분말, 
글리세린, 우유 함유

D-a-토코페롤혼합제
제(D-a-토코페롤,대두

유),대두함유

　 　 　 　 %영양소기준치 　 %영양소기준치 　 %영양소기준치 　 %영양소기준치

영

양

성

분

1회 섭취량 g/ml 1.1 　 1.1 　 1.1 　 1.32 　

열량 kcal 0 　 0 　 0 　 11 　

탄수화물 g 0 0 0 0 0 0 0 0

단백질 g 0 0 0 0 0 0 0 0

지방 g 0 0 0 0 0 0 1.3 3

나트륨 mg 0 0 0 0 0 0 0 0

비타민A µgRE 　 　 451 63 450 39 　 　

비타민D3 µg 10.1 202 10.1 101 10.1 101 　 　

비타민E mgα-TE 10.1 92 15 125 15 100 2.6 24

비타민B1 mg 2.1 175 2.6 173 1.5 100 　 　

비타민B2 mg 2.4 171 2.7 169 2.7 159 　 　

비타민B6 ng 2.2 147 2.2 100 2.2 100 　 　

비타민B12 µg 2.6 108 2.6 100 2.6 93 　 　

비타민C mg 85.4 85 110 100 140 100 　 　

엽산 µgDFE 600 150 620 100 5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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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아신 mgNE 14.4 94 19.4 108 19.4 114 　 　

비오틴 µg 4.7 16 30 100 35 100 　 　

판토텐산 mg 10 200 10 167 10 143 　 　

칼슘 mg 140 20 100 14 110 16 　 　

철 mg 　 　 30.26 126 14 100 　 　

아연 mg 13.1 154 15.66 149 16 123 　 　

셀렌 µg 30.5 55 64 100 70 100 　 　

망간 mg 1 33 3.5 100 3.5 100 　 　

마그네슘 mg 37 12 50 16 55 20 　 　

EPA와 
DHA의 합 mg 　 　 　 　 　 　 523 　

브랜드 이지맘

제형 캡슐 연질캡슐 캡슐

제품명 이지맘스텝1 이지맘스텝2 이지맘멀티비타민 이지맘포맨

이미지

   
  

규격 500mg*30캡슐
(15g)

600mg*120캡슐
(72g)

600mg*120캡슐
(72g)

400mg x 60캡슐 

(24g)

- 이지바이오메드에서는 ‘임신 전 3개월~ 임신 후 3개월’, ‘임신 4개월 ~ 임신 9개월’ 두 단계로 

나눈 제품과 멀티비타민 타입, 그 외 예비아빠를 위한 제품으로 라인업되어 있음.

그림 7. 이지맘 라인업

표 14. 이지바이오메드 임산 수유부 및 예비아빠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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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 - - -

가격(원) 14,000 49,000 49,000  41,000 

유형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섭취대상

가임기여성/임신초
기

(임신전3개월~임신
후3개월)

임신  4개월 ~ 임신 
9개월 수유부 예비아빠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캡슐 1일 2회, 1회 2캡슐 1일 2회, 1회 2캡슐 1일 1회, 1회 2캡슐

제품특징

천연유래원료사용
(레몬추출물분말(엽
산),건조효모(비타민

D))

1일4정오메가-3,8종
비타민,5종미네랄
노르웨이산오메가3
아마씨유,요오드,비

타민B12
합성착색료,합성착

향료무첨가

1일4정오메가-3,9종
비타민,3종미네랄
엽산,철,칼슘함유
아마씨유,초유단백
분말,유산균함유
합성착색료,합성착

향료무첨가

1일영양소기준치충
족아연,엽산,비타민7

종
합성착향료,합성착색

료무첨가

유통기한 24개월

업소명 및 소재지(제조) ㈜이지바이오메드/
㈜비오팜 ㈜이지바이오메드/한국씨엔에스팜 ㈜이지바이오메드/

㈜비오팜

원재료명 및 함량

건조효모(비타민D함
유),  

레몬추출물분말(엽
산함유),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오스, 

해조분말,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혼합유산균5종(락토

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ssp. 

락티스

정제어유(EPA와DH
A의  합 55%), 

패각분말(칼슘 60%), 
피로인산제이철, 

건조효모(셀렌0.1%), 
니코틴산아미드, 
D-a-토코페롤, 

산화아연, 황산망간,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D3분말(비타
민D3,아라비아검,자
당,옥수수전분,가공
유지,아산화규소,DL

-a-토코페롤), 
비타민B1,  염산염, 
비타민B2, 엽산, 

아마씨유, 
대두레시틴, 밀납, 

정제팜유, 
비타민B12,  

혼합제제(비타민B12
,말토덱스트린,구연
산삼나트륨,구연산), 

요오드칼륨

{정제어유,토코페롤(
혼합형)},패각분말(

칼슘60%),  
해조분말(칼슘32%), 
비타민C,D-a-토코페
롤,니코틴산아미드,

산화아연, 
푸마르산제일철, 
판토텐산칼슘,  

비타민D3분말(비타
민D3,아라비아검,자
당,옥수수전분,가공
유지,이산화규소,DL
-a-토코페롤),비타민
B6염산염,비타민B1
염산염,비타민B2,엽
산,아마씨유,밀납,팜
유,대두레시틴,건조
효모(셀렌0.1%),초유
단백분말,3종유산균
혼합분말,황산망간,
비타민B12혼합제제(
비타민B12,말토덱스
트린,구연산삼나트
륨,구연산),두나리엘
라추출베타카로틴,

비오틴

건조효모 
(비타민D함유,에스토
니아산),레몬추출물
분말(엽산함유,미국

산)  
덱스트린{옥수수(수
입산)},결정셀룰로오
스,해조분말,자당지
방산에스테르,5종혼
합유산균(덱스트린, 

Lactobacillus  
acidophilus,Lactobaci

llus casei, 
Lactobacillus 
plantarum, 

Bifidobacterium  
bifidum,Bifidobacteri

um animalis 
ssp.Lactis)/이지맘포

맨: 비타민c, 
비타민E혼합제제(DL
-알파토코페릴초산
염,변성전분,말토덱
스트린,이산화규소),
니코틴산아미드,산화

아연,  
비타민B6,염산염,  

판토텐산칼슘,비타민
B1염산염,비타민B2,
엽산,마카추출물분말
(미국),결정셀룰로오
스,감초초출물분말(
중국산),코엔자임Q10
,L-아르기닌,건조효
모,밀크씨슬추출물분
말,셀렘함유건조효모
,홍삼농축액분말,스
테아린산마그네슘,브
로멜라인,이산화규소
,L-카르니틴,유산균5
종혼합분말캡슐기제:
젤라틴(돼지),정제수,
카라멜색소,빙초산,
자당지방에스테르

　
　
　

　 %영양소기준치 　 %영양소기준치 　 %영양소기준치 　 %영양소기준치

영양 1회 섭취량 g/ml 0.5 　 2.4 　 2.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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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열량 kcal 0 　 15 　 15 　 0 　

탄수화물 g 0 0 0 0 0 0 0 0

단백질 g 0 0 0 0 0 0 0 0

지방 g 0 0 1.5 3 1.5 3 0 3

나트륨 mg 0 0 0 0 0 0 0 0

비타민D3 µg 10 100 3 30 10 100 　 　

비타민E mgα-TE 　 　 10 100 13 100 11 100

비타민B1 mg 　 　 1.5 100 1.5 100 4.2 350

비타민B2 mg 　 　 1.6 100 1.6 100 4.76 340

비타민B6 ng 　 　 2.2 100 2.2 100 6 400

비타민C mg 　 　 　 　 40.5 30 106 106

엽산 µgDFE 600 100 600 100 550 100 400 100

나이아신 mgNE 　 　 18 100 19 100 15.9 106

판토텐산 mg 　 　 6 100 7 100 6 120

칼슘 mg 　 　 280 30 306 30 　 　

철 mg 　 　 24 100 4.27 31 　 　

아연 mg 　 　 10.5 100 13 100 12.75 150

셀렌 µg 　 　 17.7 100 　 　 　 　

망간 mg 　 　 3.5 100 　 　 　 　

EPA와 
DHA의 합 mg 　 　 500 　 500 　 　 　

*  % 영양소기준치 : 30-49세 임산부 여성 1일 한국인영양섭취기준(2010년)에 대한 비율

* % 영양소기준치 : 
30-49세 수유부 여성 1일 

한국인영양섭취기준(2010년)
에  대한 비율*  % 

영양소기준치 : 30-49세 
임산부 여성 1일 

한국인영양섭취기준(2010년)
에 대한 비율

　

- 엽산, 철분을 강화한 제품은 거의 모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음.

- 메이저 업체는 주로 엽산, 철분 강화제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또한 임산 수유부 및 예비아빠

를 정확히 타겟으로 제조(디자인 포함) 및 판매를 진행하는 업체도 있으며, 제품은 다음의 표와 

같다.

-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일 라인업 제품의 가이드를 함께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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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더

제형 캡슐 연질캡슐

제품명 더 헴철  포 우먼 더 폴릭 포 마미 더 폴릭 포 대디

이미지

      

규격 500mg*60캡슐*2ea(60g) 500mg*50캡슐*2ea(60g) 500mg*50캡슐*2ea(60g)

포장용기 PTP PTP PTP

가격(원) 45,000 30,000 30,000 

유형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섭취대상 임산부 임신준비기,임신초기
(임신100일전~임신후12주) 예비아빠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2회, 1회 1캡슐 1일  1회, 1회 1캡슐 1일 1회, 1회 2캡슐

제품특징
흡수율이우수한헴철함유

비타민B,D군
식물성캡슐

엽산,  오메가3, 비타민B군
엽산,아연,셀레늄,비타민E,C

,D
코엔자임Q10(부원료)

유통기한 24개월

업소명 및 소재지(제조) 지엠팜/㈜한국씨엔에스팜 지엠팜/㈜한국씨엔에스팜 지엠팜/㈜한국씨엔에스팜

원재료명 및 함량 헴철,니코틴산아미다,비타
민D3분말(비타민D3,아라비

레몬추출물분말(엽산  
함유), 비타민B6염산염, 

파라다이스넛추출분말(셀렌
),비타민C,D-α-토코페롤,

그림 8. 지엠팜 라인업 및 섭취 가이드

표 15. 지엠팜 임산 수유부 및 예비아빠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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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검,자당,옥수수전분,가공
유지,이산화규소,DL-α-토
코페롤),판토텐산칼슘,비타
민B6염산염,비타민B1질산
염,해조칼슘,히드록시프로
필메틸셀룰로오스,유산균혼
합분말(B.longum,L.acidophil
us,E.faecium),스테아린산마
그네슘,비타민B12혼합제제(
비타민B12,말토덱스트린,구

연산삼나트륨,구연산)

비타민B2, 정제어유, 
대두유(대두유, 토코페롤, 

규소수지), 밀납, 
대두레시틴,  

비타민B12혼합제제(비타민
B12, 말토덱스트린, 

구연산삼나트륨, 구연산)

산화아연,레몬추출물분말(
엽산),비타민D3유지(비타민
D3,가공유지,DL-α-토코페
롤),대두유(대두유,토코페롤,
규소수지),대두레시틴,밀납,
코엔자임Q10,L-카르니틴

　 　 　 　 %영양소기준치 　 %영양소기준치 　 %영양소기준치

영
양
성
분

1회 
섭취량 g/ml 1 　 0.5 　 0 　

열량 kcal 0 　 0 　 0 0

탄수화물 g 0 0 0 0 0 0

단백질 g 0 0 0 0 0 0

지방 g 0 0 0 0 0 0

나트륨 mg 0 0 0 0 0 0

비타민D3 µg 25 500 　 　 10 200

비타민E mgα-TE 　 　 　 　 12 100

비타민B1 mg 1.2 100 　 　 　 　

비타민B2 mg 1.4 100 　 　 　 　

비타민B6 mg 1.5 100 　 　 　 　

비타민C mg 　 　 　 　 54 54

엽산 µgDFE 　 　 600 150 400 100

나이아신 mgNE 15 150 　 　 　 　

판토텐산 µg 5 100 　 　 　 　

철 mg 12 100 　 　 　 　

셀레늄 µg 　 　 　 　 54 98

아연 mg 　 　 　 　 12 141

브랜드 마미

제형 정제 연질캡슐

제품명 마미 철분  츄어블 마미 엽산 츄어블 스마트 그린맘

- 캡슐 형태의 제품 이외에 정제 츄어블 제품도 제조 및 판매되고 있으며 철분, 엽산을 강화한 제

품이 주를 이룸. 알약을 넘기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군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과즙분말을 

함께 첨가하여 입덧 등으로 예민한 시기에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됨.

- 메디포스트에서는 엽산 및 철분 강화 건강기능식품을 츄어블 형태로, 동 라인에 식물성 DHA

연질캡슐 제품도 함께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

표 16. 메디포스트 임산 수유부를 위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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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규격 90g(1,500mg x 60정) 45g(500mg x 90정) 270mg x 60캡슐(16.2g)

포장용기 - - PE

가격(원) 25,000 30,000 　35,000

유형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섭취대상 - -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2정 1일  1회, 1회 1정 1일 1회, 1회 2캡슐

제품특징

포도과즙분말,자두농축액
분말로새콤달콤한맛

철분흡수를돕는비타민C함
유

합성감미료,합성색소,합성
착향료무첨가

엽산대사에도움을주는비타
민B12함유

채소혼합분말함유

식물성DHA함유
바깥활동적은엄마에게필요

한비타민D
천연레몬오일로냄새걱정無

유통기한 24개월

업소명 및 소재지(제조) 메디포스트/코스맥스바이오㈜

원재료명 및 함량

인산철,피로인산제이철,비
타민C,분말결정포도당,자
일리톨,팔라티노스,유당혼
합분말[유당(미국산,우유),
덱스트린],스테아린산마그
네슘,포도과즙분말(스페인
산),자두과즙분말(칠레산),
자당지방산에스테르,구연
산,효소처리스테비아,자두
향(합성착향료),비타민B6염
산염,비타민B12혼합제제분
말(말토덱스트린,구연산삼
나트륨,구연산,비타민B12)

산화아연(아연80%),비타민B
12혼합제제(비타민B12함량0
.1%,말토덱스트린,구연산삼
나트륨,구연산,비타민B12)
엽산,결정포도당,이소말트,
유당혼합분말{유당(우유),덱
스트린},자일리톨혼합분말(
자일리톨,폴리덱스트로스),
요구르트향,요구르트맛분말
,식물성크림혼합분말(우유),
구연산,딸기농축액분말,이
산화규소,비타민C,스테아린
산마그네슘,효소처리스테비
아,건조효모(셀렌0.1%이상),
채소혼합분말(당근,시금치,
양파,브로콜리,케일),비타민
B6염산염(비타민B682%) 

D-a토코페롤(비타민67%),비
타민D3혼합제제(비타민D  

2.5%함유,중쇄중성지방유지
,비타민D3,비타민E),식물성

DHA유지[DHA 
40%이상,DHA{조류(Schizo 

chytrium  
sp.)추출}오일,D-a-토코페롤,
아스코르빈산팔미테이트],
레몬향(천연) 캡슐기제 : 
히드록시프로필전분분말, 

글리세린, 카라기난,  
폴리글리시톨시럽대두함유

　 　 　 　 %영양소기준치 　 %영양소기준치 　 %영양소기준치

영
양
성
분

1회 섭취량 g 3 　 0.5 　 540mg 　

열량 kcal 10 　 0 　 0 　

탄수화물 g 2 1 0 0 0 0

단백질 g 0 0 0 0 0 0

지방 g 0 0 0 0 0.5 1

나트륨 mg 0 0 0 0 0 0

비타민D3 µg 　 　 　 　 25 250

비타민E mgα-TE 　 　 　 　 10 100

비타민B12 µg 　 　 2.6 100 　 　

비타민C mg 50 45 　 　 　 　

엽산 µgDFE 　 　 6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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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mg 24 100 　 　 　 　

아연 mg 　 　 3.15 30 　 　

% 영양소기준치 : 20~49세 임신부의 1일 영양섭취기준(한국)에 대한 비율

브랜드 -　

제형 연질캡슐

제품명 일동맘이야기

이미지

규격 500mgx90캡슐(45g)

포장용기 개별 PTP

가격(원) 40,000 

유형 건강기능식품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3캡슐

제품특징 식물추출오메가-3지방산
비타민D한번에섭취

유통기한 36개월

업소명 및 소재지(제조) 일동제약/코스맥스바이오㈜

원재료명 및 함량

조류DHA추출물유지{DHA 35% 이상, 해조류(Schizochytrium 
sp.)  추출물DHA유지, 해바라기유지, D-a-토코페롤, 

해바라기레시틴,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로즈마리추출물}, 
비타민D3 혼합제제(비타민D  2.5% 함유, 중쇄중성지방유지, 

비타민D3, 비타민E), 
아마씨유,D-a-토코페롤(비타민E67%,대두)캡슐기제:히드록시프

로필전분 분말,  글리세린, 카라기난 대두함유

영양성분

　 　 (*)%영양성분 기준치

1회 섭취량 g 1.5 　

열량 kcal 15 　

탄수화물 g 0 0

- 오메가-3는 임산 수유부가 섭취해야 하는 주요한 성분으로 떠오르면서, 임산 수유부만을 타

겟으로 제조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위에서 맘엔맘엔 또는 메디포스트에서도 각 사의 라인업 

위에 오메가-3 제품을 위치시키고 있음

- 임산 수유부용 대상 제품이므로 중금속 노출의 위험이 있는 생선유보다는 식물성 

DHA(source : 조류)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상황임.

- 일동제약에서는 ‘일동 맘이야기’라는 제품명으로 오메가-3제품이 제조 및 판매되고 있음

표 17. 일동제약 임산 수유부를 위한 오메가-3 제품



- 58 -

단백질 g 0 0

지방 g 1.5 3

나트륨 mg 0 0

EPA와 
DHA의 합 mg 500 　

비타민D µg 10 200

브랜드 -　

제형 분말

제품명 프로바이오맘

이미지

   

규격 2g*30포

포장용기 스틱

가격(원) 35,000 

유형 건강기능식품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포

제품특징

한국인장분리유산균(지근억교수)
2중기능성(유산균+비타민D)

임산부&수유부1일영양소권장량밎춤
설탕,합성향,색소무첨가

유통기한 18개월

업소명 및 소재지(제조) 베베쿡/㈜비피도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

　 　 (*)%영양성분 기준치

1회 섭취량 g/ml 2 　

열량 kcal 8 　

탄수화물 g 2 1

- 임산 수유부가 추가 보충해주어야 할 영양소 외 불편을 겪는 증상을 완화해줄 수 있는 제품

도 출시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배변활동에(변비 완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꼽을 수 

있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임산 수유부만을 위한 제품으로 국한되어 있기 보다는 시중에 다

수 제조 및 판매가 되고 있으므로 소비자 스스로 스펙(균 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음.

- 그 중 임산 수유부를 타겟으로 한 제품은 베베쿡에서 출시된 제품으로 다음과 같음.

표 18. 베베쿡 임산 수유부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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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g 0 0

지방 g 0 0

나트륨 mg 0 0

프로바이오틱스 CFU 60억 　

비타민D µg 10 200

개월수
임신

초기 1~12주

임신

중기 13~28주

임신

후기 29~40주

수유부

(생후 5개월 이내)
계

표본수 1명 1명 1명 1명 4명

□ 조사 목적

-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고객니즈 탐색

□ 조사대상자 및 조건

* 아래 조건 중 일정상의 문제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30~35세 이며,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의 주요 아파트단지 거주자

- 임신 시기별(초기 1~12주, 중기 13~28주, 후기 29~40주) / 수유부(생후 5개월 이내)

- 현재 임신 및 출산, 산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를 직접 구입 및 복용자(철분, 칼슘, 엽산, 프로바

이오틱스 등)

- 현재 임신 및 출산, 산후의 미용 관리를 위한 미용 관련 영양제 직접 구입 및 복용자(콜라겐, 비오틴,

타우린 등)

- 임신 및 출간 건강 및 미용과 관련한 온, 오프라인 동호회(카페) 활동 중인 자

- 개인 블로그를 통해 건강 및 미용 관리 관련 내용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

- 인터뷰 진행이 가정에서 가능하고 현재 복용 중인 제품의 사진 촬영이 가능해야 함

- 다둥이 임신 또는 출산한 경험자, 둘째 임신부가 포함되어야 함

□ 표본 설계

□ 주요 조사 내용

- 최근 유행하고 있는 건강 및 미용을 위한 건기식 또는 관리 방법

- 최근 관심사 및 라이프스타일, 추구하는 가치 탐색

- 임신 전 건강 및 미용을 위한 관리 방법

- 임신 전 건강 및 미용을 위한 건기식 복용 행태

- 임신 시기별 느끼는 변화 및 애로 사항(기미, 튼살, 손톱, 헤어, 여드름 등)

○ 소비자조사 실시

- 임산부 ․ 수유부를 위한 영양, 미용 증진 신상품 개발 심층인터뷰

: 전문 광고대행사(유니기획-일동제약 자회사) 의뢰 실시

표 19. 소비자조사 project scheme (2016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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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산부 및 수유부 신제품 개발 조사

12월 1~2주차 미팅 및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 협의, 인터뷰 진행

12월 3주차 인터뷰 보고서 작성

12월 4주차 23일(금) 인터뷰 보고서 완료

12월 5주차 보고

- 임신 후 건강 및 미용 관리 방법에서 달라진 점

- 임신 후 건강 및 미용을 위한 건기식 복용에서 달라진 점

- 임신 초 입덧 경험 및 영양 섭취 방법

- 임신 시기 및 수유시 체형 변화 및 미용에 대한 관심 수준

- 이상적인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한 영양제(효과, 성분, 제형, 가격, 브랜드 등)

- 임산부와 수유부가 영양 및 미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소(철분, 칼슘, 아연, 비타민D, 식이

섬유, 프락토올리고당, 콜라겐, 타우린 등)

- 선호하는 제형(분말, 차, 과자, 정제, 츄어블, 음료 등) 및 이유

-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걱정되는 점

- 기존 제품 중 구입한 경험이 있는 건강 및 미용을 위한 영양제 및 구입 이유

- 사용경험 제품 만족도 및 이유

- 제품 구입 경로

- 향후 구입 의향 제품 및 이유

□ 예상 일정

표 20. 심층인터뷰 가이드라인(초안) (2016년 12월 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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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 Map 분석

(1) 임산 ․ 수유부용식품 관련 특허 맵 자료 구분

○ 관련 특허 검색은 KIPRIS에서 국내 특허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검색은 아래와 같은 카테고리

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음

- Origin : 본 과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임산 ․ 수유부용식품 컨셉의 주가 

되는 영양성분, 제형, 증상완화를 큰 카테고리로 설정함.

- 성분 및 원료 : 임산 ․ 수유부 대상 요구도가 높은 성분으로 세분화

- 제형 및 증상 : 특허 등록(또는 출원 공개)이 이루어진 제형을 바탕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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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원 인 번 호 비 고

성분 및 원료

엽산 A-1

철분 A-2

칼슘 A-3

오메가-3

오메가-6
A-4

유산균 A-5

기타 A-6

제형

원물 B-1

분말 B-2

액상 B-3

기타 1 B-4 완제품 형태

기타 2 B-5 조성물, 캡슐

증상

수유촉진 C-1

입덧완화 C-2 부재

체중조절 C-3

피부 C-4

표 21. 임산 ․ 수유부용식품 관련 특허 맵 자료 구분

○ 임산 ․ 수유부용식품 관련 특허 mapping을 실시하였음

- 성분 및 원료 : 엽산, 철분관련 특허는 2000년대 이전 활발하였으며, 불포화지방산 관련 특허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유산균 코팅 관련 특허 공개도 이루어짐.

- 제형 : 원물, 분말, 액상, 특정 제형(제품), 조성물 및 캡슐로 분류함. 원물의 경우 쌀에 기능성코

팅제를 입힌 형태가 가장 많았음. 분말의 경우 모유촉진용 스틸티 제품이 있었으며, 불포화지방산

(w-3, w-6)를 함유한 특정 제형 제품의 연구도 활발한 것으로 보여짐. 또한, 특정 성분(엽산, w-3)

을 포함하는 연질캡슐제 개발 특허도 볼 수 있음.

- 증상 : 임산 ․ 수유부의 관심도가 높은 증상을 세분화함. 수유촉진, 입덧완화, 체중조절, 피부로 

분류하였으며, 모유촉진 효능이 우수한 조성물(또는 추출물)의 특허가 꾸준히 출원중임. 입덧완화

는 임산부의 관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허는 찾아보기 어려움. 체중조절 관련 특

허는 수유부 타겟은 아니며 체중조절에 효과가 있는 원료를 투입한 제품이 주를 이룸. 그 외 피

부관련 특허는 거의 없으며, 임산부 튼살에 효과가 있는 식물추출물 조성물이 있음.

○ 본 과제를 통한 특허 출원 가능범위 검토

: 임산 ․ 수유부의 영양학적인 요구도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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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성분은 기존의 요구도 높은 것을 차용하되 원료, 제형 차별화에 초점을 맞춘 제품의 제조방

법

- 수유부 타겟 영양보충 및 체중조절용 식품의 제조방법

- 모유수유 촉진용 다류 제조방법(관능 우선, 원료 차별화)

- 입덧 완화 제품의 제조방법(특허출원 건 부재, 관능 우선, 영양보충)

- 영양 및 미용(피부, 탈모 등) 요구도 충족 제품의 제조방법

○ 임산 ․ 수유부용식품 관련 technology map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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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임산 ․ 수유부용식품 관련 technolog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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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품 컨셉 개발

(1) 임산 ․ 수유부용 식품

○ 시기에 관계 없이 임산부 ․ 수유부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영양 식품(간식)

- 영양 고려 : 영양학적으로 요구도가 높은 영양소를 함유, 후면 임신 시기 별 필요 영양소 기준

치 기재

- 미용 고려 : GI 지수가 낮은 식품 활용, 그 외 피부 등에 도움이 되는 원료 함유, 마케팅 포인

트 설정

(2) 기타가공품

○ 주로 기호식품에 초점을 맞추되, 시기에 관계없이 임산부 ․ 수유부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영양 간식

- 영양 및 미용 :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원료를 함유

- 제형 : 현재 출시된 제형 외 기호식품으로 즐기기에 적합한 제형 개발, 특히 입덧 시기에 즐기

기 용이한 제형 개발에 초점(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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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임산 ․ 수유부용식품, 기타가공품 컨셉(안)

(3) 건강기능식품

○ 임산부 ․ 수유부 시기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 문헌 검색을 통한 영양학적, 미용학적 적합 원료 선정

- 시기별 최적의 영양설계 진행

- 임산부 ․ 수유부에게 적합한 부원료 선정

- 기능성분 유효량 이상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 프로바이오틱스, w-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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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건강기능식품 컨셉(안)

라. 제품 배합테스트 진행

○ 임산수유부용 영양식 분말 타입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14일,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 목적 : 양산 전 배치식 과립 조건, 관능검토 및 포장테스트

- 결과 

→ 공정 : 현 배합비 초기 과립조건 설정(대외비)

→ 원료 : 이미취 개선 원료 교체 검토 필요

→ 포장 : 삼면파우치 적합, 건강한끼 타입 롤 파우치 및 캔 검토

○ 임산수유부용 영양식 분말 타입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8일,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 목적 : 양산 전 배치식 과립 조건, 관능검토 및 포장테스트

- 결과 

→ 공정 : 현 배합비 초기 과립조건 설정(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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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 현 상태 적합

→ 포장 : 캔 검토

○ 임산수유부용 엽산/철분 츄어블 타입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3일,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 목적 : 양산 전 타정 조건, 관능검토

- 결과 

→ 공정 : 현 상태보다 단단한 경도로 재검토

→ 원료 : 무향 검토(관능)

◎ 2차년도 (2017년도)

가. 개발 제품의 컨셉 및 특징

○ 임산수유부는 입덧기, 입덧안정기, 수유기로 구분하였1으며 필요한 영양분에 따른 원재료는 타

이거너츠, 렌틸콩, 검은콩, 병아리콩, 귀리, 맥주효모, 생강, 다시마를 선택하였고 소비자조사 결과

에 따른 컨셉을 반영하여 제형은 쿠키, 젤리, 쉐이크분말, 음료, 캔디로 선정하였음.

표 23. 임산부ㆍ수유부 타겟별 제품 개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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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생강함초캔디의 제품 개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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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곤약젤리의 제품 개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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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다시마 쿠키의 제품 개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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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콩콩콩 쿠키의 제품 개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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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타이거너트 갈수의 제품 개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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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양성분(%)

수분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회분

농축유청단백(WPC) 4 6.5 81.5 4 3

분리우유단백(WPI) 5 1.3 88 1.8 4

구분 안전성

원료명 성상 유해물질 알러지 GMO 대장균 일반세
균 중금속 잔류농

약

농축유청단백(WPC) 분말 ⒪ 우유 ⒪ ⒪ ⒪ ⒪ ⒪

분리우유단백(WPI) 분말 ⒪ 우유 ⒪ ⒪ ⒪ ⒪ ⒪

탈지분유 분말 ⒪ 우유 ⒪ ⒪ ⒪ ⒪ ⒪

분리대두단백(ISP) 분말 ⒪ 대두 ⒪ ⒪ ⒪ ⒪ ⒪

화이바솔-2 분말 ⒪ ⒪ ⒪ ⒪ ⒪ ⒪ ⒪

덱스트린 분말 ⒪ ⒪ ⒪ ⒪ ⒪ ⒪ ⒪

유지분50-V 분말 ⒪ ⒪ ⒪ ⒪ ⒪ ⒪ ⒪

화이믹스 분말 ⒪ ⒪ ⒪ ⒪ ⒪ ⒪ ⒪

현미 후레이크 분말 ⒪ ⒪ ⒪ ⒪ ⒪ ⒪ ⒪

검은콩 분말 ⒪ 대두 ⒪ ⒪ ⒪ ⒪ ⒪

병아리콩 분말 ⒪ 대두 ⒪ ⒪ ⒪ ⒪ ⒪

렌틸콩 분말 ⒪ 대두 ⒪ ⒪ ⒪ ⒪ ⒪

타이거 너츠 분말 ⒪ ⒪ ⒪ ⒪ ⒪ ⒪ ⒪

귀리분말 분말 ⒪ ⒪ ⒪ ⒪ ⒪ ⒪ ⒪

결정과당 분말 ⒪ ⒪ ⒪ ⒪ ⒪ ⒪ ⒪

나. 컨셉원료 적용 제품 제제화 연구 및 성분 분석

○ 컨셉원료의 안정성 검증

- 임산수유부가 식사대용 혹은 간식으로 섭취하기 좋도록 일정한 물만 병에 부어서 간편하게 먹

을 수 있는 일상대용식을 개발하였음.

- 원료들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서류를 리스트 업 하여 검토하였

으며 대체적으로 안정성이 검증 되는 것으로 보임.

표 24. 일상대용식 원료의 안정성 검증

표 25. 일상대용식 원료들의 영양성분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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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분유 3.71 1 34.5 53 8

분리대두단백(ISP) 4.9 3 88 0 4.1

화이바솔-2 4.1 0.06 0 96.72 0.008

덱스트린 5 0 0 95 0

유지분50-V 0.87 50.16 7.25 40.08 1.65

화이믹스 5 0.34 5.16 77.73 1.5

현미 후레이크 3.5 3.0 11.4 80.1 2.0

검은콩 1.8 3.0 22.3 70.0 5.7

병아리콩 1.6 6.0 20.6 71.4 4.8

렌틸콩 2.1 2.925 25.2 71.6625 3.6

타이거 너츠 5 26.8 4.9 60.5 1.7

귀리분말 3.6 7.0 14.6 61.5 3.9

결정과당 0.1 0 0 99.5 0

성분 함량(%)

탄수화물 60.1

단백질 23.1

당류 12.0

트랜스지방 0.05

조지방 10.3

포화지방 3.8

나트륨 0.036

콜레스테롤 0.036

칼슘 0.157

망간 0.00032

철 0.00127

아연 0.00089

비타민 B1 0.00002

비타민 B2 0.00032

판토텐산 0.0009

표 26. 일상대용식의 영양성분 결과

다. 제형별 실험실적 테스트 실시를 통한 개발가능여부 검토 

(1) 원료별 물성 및 입자화 품질 평가

○ 물에 간편하게 타먹는 일상대용식은 단백질이 주요 성분인데 특성상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

성이다. 그러므로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사 춘천공장의 분말 제형의 입자화 공정을 확립함.

○ 배치식 교반 유동층 과립화 공정은 혼합 제품을 일정한 용량 계량한 후 과립기에 체결되는 빈

에 공급하여 사용하고 공급된 분말은 분말층 상부에 있는 노즐의 압축공기에 의해 일정한 온도의 

물이 분사되고 하부 바닥에서는 열풍이 공급되므로 분말은 상호 응집되어 입자의 크기가 커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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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세부항목 평가항목

입자분포 8/20/30/40/50 mesh 체망별 입자 분포도 확인

Bulk density 0/10회 낙하 입자 강도 확인

침강성 3 g/500 mL/50℃ 제품 용해도 확인

습윤성 5 g/500 mL/50℃ 제품 용해도 확인

분산성 100 mL/50℃/sec 제품 용해도 확인

유화안정성(Oiling off) 1/2/3/4/5 제품 안정성 확인

불용물 유/무 제품 용해도 및 품질 확인

관능평가 1/2/3/4/5 제품 품질 확인

수분함량 % 제품 품질 확인

구분 단위 분무조건 비고

Spraying quantity kg 0.550

Hold-up kg 1.0

Fluidized bed temperature ℃ 65

Spray solution - water 상수 사용

Spray pressure bar 1.5

Spray rate L/hr 18

Spray quantity kg 1.0

Spray solution temperature ℃ 25

Inlet air temperature ℃ 75

Duration total min 30

Final product temperature ℃ 25

Final product bulk density g/L 2.4

Final product moisture % 5.0

○ 원료별 입자분포 및 입자강도, Bulk density, 침윤성, 습윤성, 분산성 등을 측정하였고 입자분

포도는 각 체망별(8, 20, 30, 40, 50, 60, 70 mesh) 통과 비율(%)에 따라 원료 또는 제품의 제형을 

이루는 입자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침윤성, 습윤성, 분산성은 원료 또는 제품의 배합 비율(%) 및 

분말 제형의 경우 과립 형태에 따른 용해성을 확인함.

○ 배치식 유동층 과립화를 위한 분말 투입량은 배치별(pilot) 필요 중량을 설정하여 사용하며, 최

초 투입량 결정 후 물, 에어 및 건조온도 등을 변경함.

표 27. 배치식 과립화 공정 조건 항목

표 28. 원료 및 제품별 물성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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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백질 원료

비고분리대두단백

(ISP)

분리유청단백

(WPI)

농축유청단백

(WPC)

입자분포(%)

8 mesh 0.00 0.00 0.00

20 mesh 0.00 0.00 0.00

30 mesh 0.00 0.00 0.00

40 mesh 0.00 0.00 0.00

50 mesh 0.00 1.00 0.00

60 mesh 0.00 5.20 0.00

70 mesh 2.10 3.00 1.10

미립자양(%) 97.9 90.8 98.9

Bulk density

(g/mL)

1회 0.48 0.42 0.49

10회 0.48 0.43 0.48

차이값 -0.0 -0.1 -0.1

침강성 3 g/500 mL/50℃ 측정불가 측정불가 측정불가

습윤성 5 g/500 mL/50℃ 측정불가 측정불가 측정불가

분산성 100 mL/50℃/sec 측정불가 측정불가 측정불가

수분함량(%) 4.9 4.5 4.1

불용물 유/무 무 무 무

관능평가 1.0 ~ 5.0 2.0 3.0 1.0
1.0 정상 ~

5.0 섭취불가

○ 과립화 공정전의 일상대용식의 주요 원료인 3종의 단백질은 미립자의 양이 많은 결과가 나왔

으며 침강성, 습윤성, 분산성 모두 측정이 불가능 할 정도로 물에 잘 녹지 않음.

○ 일상대용식은 찬물에 바로 타서 먹는 컨셉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과립화 공

정을 통해 물에 잘 녹는 형태가 필요함.

표 29. 주요 단백질 원료의 물성 테스트 결과(과립화 공정전)

(2) 입자화 분말 개선품의 품질평가

○ 일상대용식의 용해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청단백질, 분리대두단백질, 분리유청단백질, 덱스트

린을 혼합한 기본 베이스를 배치식 과립화 공정을 통하여 과립을 함.

○ 입자화 전후 최종 분말 제품의 테스트함.

○ 입자화 후 최종 분말 제품의 품질평가 결과 과립후 침강성, 습윤성, 분산성은 개선되었으며 일

반세균, 대장균 등 모두 분말 과립 제품의 품질 규격에 적합하였고, 관능검사 결과 이미 · 이취 

및 비린취 발생은 없었으며, 관능품질은 양호하였음.

표 30. 일상대용식 기본베이스의 배치식 과립화 공정을 통한 입자화 분말의 품질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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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함량

납(mg/kg) 0.0

평가항목 과립전 분말 과립후 분말

입자분포

10 mesh 0.0 0.0

20 mesh 0.0 0.0

30 mesh 0.0 0.0

40 mesh 0.0 0.0

50 mesh 0.0 2.0

60 mesh 0.0 10.0

70 mesh 2.1 57.0

미립자양(%) 97.9 31.0

Bulk density

(g/mL)

0 회 57.3 35.2

10 회 56.9 35.5

침강성 3 g/500 mL/50℃ 측정불가 56초

습윤성 5 g/500 mL/50℃ 측정불가 1분 30초

분산성 100 mL/50℃/sec 측정불가 10초

수분함량(%) 4.7 5.3

관능평가

(이미․이취/50℃ 보존)

과립 직후 이상무 이상무

1일 경과 이상무 이상무

3일 경과 이상무 이상무

미생물(CFU/g)

일반세균 음성 음성

대장균 음성 음성

Bacillus cereus 음성 음성

불용물(100 g 중) 없음 없음

라. Pitot 테스트 제품의 품질 안정성 평가 및 규격 설정

○ 자사에서 제조한 일상대용식 제품에 관해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함량에서 기준치 이하

를 나타냈으며 대장균 및 바실러스 세레우스도 음성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품질에 안정성이 보

증되는 것으로 확인이 됨

(1) 중금속 

1) 납

○ 일상대용식의 납 함량은 0.0mg/kg으로 분석됨

표 31. 납 함량 분석결과

2) 카드뮴

○ 일상대용식의 카드뮴 함량은 0.0mg/kg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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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함량

카드뮴(mg/kg) 0.0

성분 함량

총수은(mg/kg) 0.0

성분 결과

대장균 음성

성분 결과

성분 함량

잔류농약(mg/kg) 0.0

표 32. 카드뮴 함량 분석결과

3) 총수은

○ 일상대용식의 총수은 함량은 0.0mg/kg으로 분석됨

표 33. 총수은 함량 분석결과

(2) 잔류농약

○ 일상대용식의 잔류농약 함량은 기준치 이하로 분석됨

표 34 잔류농약 함량 분석결과

(3) 미생물 안정성 검토

1) 대장균

○ 일상대용식의 대장균은 음성으로 분석됨

표 35. 대장균 분석결과

2) 바실러스 세레우스

○ 일상대용식의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0/g으로 분석됨

표 36. 바실러스 세레우스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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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러스 세레우스 0/g

구분 단위 분무조건 비고

Hold up kg 100

Fluidized bed temperature ℃ 75

Spray solution - water 상수 사용

Spray pressure bar 2.0

Spray rate L/hr 18

Spray quantity kg 31

Spray solution temperature ℃ 60

Nozzle position mm 200

Air volume stream m3/h 670

Air velocity m/sec 0.94

Inlet air temperature ℃ 75

Duration total min -

Final product temperature ℃ 25

(4) 대량생산 공정확립

1) 연속식 유동층 과립화 공정 개선

○ 일상대용식의 용해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청단백질, 분리대두단백질, 분리유청단백질, 덱스트린

을 혼합한 기본 베이스를 연속시 유동층 과립화 공정을 통하여 과립을 함.

○ 제품의 용해도 개선을 하고 대량생산 공정을 확립하기 위해 연속식 유동층 과립기화 방법을 

적용하였음.

○ 품질을 검토하기 위해 과립 제품을 만들어 기존 제품 대비 물성의 변화를 관찰 하였고 용해성

이 향상되는 최적 조건을 검토하였음.

○ 연속식 유동층 과립기를 이용하여 시제품 과립 후 Bin(500 kg)에 저장(미생물 품질 검사 후 포

장 공정)하며, 별도의 전처리, 입자화 및 이송 공정 등 작업상의 특이사항 없었음.

○ 분말 투입량은 이송 후 유동층 과립기 내로 정량 투입량을 결정하며, 감량식 정량공급기

(Loss-in weight feeder) 용량으로는 5 kg을 사용하며, 최초 투입량 결정 후 물, 에어 및 건조온도 

등을 변경하였다.

표 37. 연속식 과립화 공정 조건 항목 중 물분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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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product bulk density g/L 2.7

Final product moisture % 5.0 이하

구분 단위 건조조건 비고

Inlet air temperature zone 4 ℃ -

Feed rate kg/h -

Air volume stream m3/h 6,700

Inlet air temperature - -

Zone 1 ℃ 50

Zone 2 ℃ 50

Zone 3 ℃ 50

Zone 4 ℃ 70

Zone 5 ℃ 20

Outlet air temperature - -

Zone 1 ℃ 46

Zone 2 ℃ 47

Zone 3 ℃ 47

Zone 4 ℃ 43

Zone 5 ℃ 25

평가항목
과립전 

분말

배치식 

과립기

연속식 과립기

초기 중기 말기

표 38 . 과립화 공정 조건 항목 중 건조온도 조건

2) 입자화 분말 개선품의 품질평가

○ 입자화 후 최종 분말 제품의 물성(용해도, 흐름성 등)을 테스트하였다.

○ 배치식과립기와 비교해 연속식 과립기 말기로 갈수록 침강성, 습윤성, 분산성이 좋아지는 것으

로 보아 용해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함

○ 입자화 후 최종 분말 제품의 미생물 검사결과 일반세균, 대장균 등 모두 분말 과립 제품의 품

질 규격에 적합하였고 관능검사 결과 이미 · 이취 및 비린취 발생은 없었으며, 관능품질은 양호

하였음.

표 39. 입자화 분말의 품질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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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분포

10 mesh 0.0 0.0 0.0 0.0 0.0

20 mesh 0.0 0.0 0.0 0.0 0.0

30 mesh 0.0 0.0 0.0 0.0 0.0

40 mesh 0.0 0.0 0.9 0.8 1.0

50mesh 0.0 2.1 3.3 3.6 3.5

60mesh 0.0 10.3 15.3 22.3 30.1

70mesh 2.2 56.3 45.3 47.3 41.2

Bulk density

(g/mL)

0 회 0.58 0.35 0.32 0.31 0.28

10 회 0.56 0.34 0.32 0.33 0.29

침강성 3 g/500 mL/50℃ 측정불가 55초 56초 51초 46초

습윤성 5 g/500 mL/50℃ 측정불가
1분 

39초

1분 

30초

1분 

10초
1분 1초

분산성 100 mL/50℃/sec 측정불가 13초 10초 8초 7초

수분함량(%) 3.3 3.8 4.1 4.5 4.6

관능평가

(이미․이취/50℃ 보존)

과립 직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일 경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일 경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미생물(CFU/g)

일반세균 40 50 30 40 70

대장균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Bacillus cereus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불용물(100 g 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BIN Blender를 이용한 영양성분 혼합율 테스트

○ BIN blender를 이용하여 원료들이 완벽하게 섞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양성분의 혼합율을 

확인하여 공정 조건을 확인하고자 유동층 혼합 과립품을 대상으로 혼합 시간(10분, 15분, 20분 간

격, 10.55 rpm) 별로 샘플링 실시하며, BIN 용적율은 약 70%, 샘플링위치는 가동시간별 6개 위치

에서 샘플링(Sampling) 하였다.

그림 16. BIN B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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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시함량(/100 g) 분석방법 비고

조단백 17.6 g Kjeltec System에 의한 단백질 분석

비타민 C 40 mg 인도페놀 적정법/HPLC

비타민 B1 1.0 mg

HPLC에 의한 정량법
비타민 B2 1.0 mg

비타민 B6 1.0 mg

나이아신 5 mg

시간

(분)
구분

함량(/100 g)

조단백(g)
비타민C

(mg)

나이아신

(mg)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비타민B6

(mg)

10분

1 20.42 77.73 6.49 2.01 1.65 2.13

2 21.50 77.25 6.21 1.47 0.29 0.21

3 20.17 82.64 8.24 0.69 2.19 0.57

4 21.31 62.70 2.19 1.99 1.75 1.62

5 21.42 65.12 7.59 0.96 0.18 0.73

6 17.50 73.22 6.38 0.85 2.15 0.18

평균 20.20 78.15 6.23 1.64 1.70 0.92

표준편차 1.60 9.05 2.20 0.63 0.77 0.65

그림 17. BIN Blender 샘플링 위치

표 40. 영양성분 분석 항목

○ 분석결과 10분이하는 모든 항목들이 표준표차 높았고 15분 혼합시 조단백질 표준편차가  적정 

혼합율에 도달하였으며, 비타민 C 등 수용성 비타민 분석결과 20분간 혼합 시 표준편차가 적정 

혼합율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단백 및 비타민류의 혼합율을 고려 시 과립품의 

혼합은 20분간 혼합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41 . 영양성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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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1 21.70 60.18 7.32 1.69 0.93 0.60

2 20.44 63.30 8.00 1.35 1.32 0.60

3 20.37 71.20 8.12 1.45 1.20 0.50

4 20.70 60.08 7.81 1.17 1.23 0.70

5 21.37 58.70 8.20 1.50 1.85 0.30

6 20.90 51.10 8.13 0.71 0.40 0.50

평균 20.72 70.25 5.79 1.39 1.07 0.38

표준편차 0.20 6.94 0.58 0.39 0.23 0.21

20분

1 19.21 46.12 5.22 1.42 1.71 0.40

2 19.43 43.91 5.02 1.11 1.68 0.60

3 19.15 41.74 5.01 1.01 0.41 0.60

4 18.74 39.73 4.71 1.13 1.54 0.50

5 19.38 43.35 5.23 0.87 1.57 0.60

6 19.33 38.65 5.12 1.12 1.79 0.50

평균 19.29 44.08 4.94 1.16 1.63 0.55

표준편차 0.18 2.91 0.33 0.18 0.11 0.10

◎ 3차년도 (2018년도)

가. 시제품 생산

(1) 진저레몬캔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25일, 다우에프에스

- 목적 : 양산 전 제조공정 확립, 제품 관능 적합여부, 보존테스트

- 테스트 품목 : 진저레몬, 진저라임, 레몬라임, 레몬 / 정백당, 비정제원당

- 용량 및 포장 : 150 g / 유리병

- 제조공정 : 계량 > 배합 > 교반(가온) > 냉각(틀) > 성형(컷팅) > 포장

- 결과

· 비정제원당을 사용했을 경우 맛은 더 좋지만 원당에서 정제되지 않은 일부 이물이

제품표면에 그대로 드러남, 공정 라인 조건 상 개선은 어려움

· 정백당 사용제품 대비 색상이 짙어 시각적 관능 선호도가 떨어짐 

· 농축액별 관능 선호도 : 진저레몬 > 레몬 > 레몬라임 > 진저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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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저레몬 / 정백당 진저레몬 / 비정제원당

그림 17. 진저레몬캔디 시제품

- 최종 결정 품목 : 진저레몬 / 정백당 사용

(2) 다시마쿠키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26일, 다우에프에스

- 목적 : 양산 전 제조공정 확립, 제품 관능 적합여부, 보존테스트

- 테스트 품목 : 다시마쿠키 1종

- 용량 및 포장 : 18 g 일매포장 / 18 g × 3입 단케이스

- 제조공정 : 계량 > 배합 > 성형 > 소성 > 냉각 > 포장

- 결과

· 다시마의 특유취가 실험실 테스트 제품 대비 많이 나는 편, 보존실험 진행 필요

· 제품에 공극이 많아 중량편차 발생, 반죽 공정 개선필요

다시마쿠키

그림 19. 다시마쿠키 시제품

(3) 콩콩콩쿠키

-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5일, 다우에프에스

- 목적 : 양산 전 제조공정 확립, 제품 관능 적합여부, 보존테스트

- 테스트 품목 : 콩콩콩쿠키 1종

- 용량 및 포장 : 18 g 일매포장 / 18 g × 3입 단케이스

- 제조공정 : 계량 > 배합 > 성형 > 소성 > 냉각 > 포장

- 결과

· 제조 상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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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능적 특이사항 없음 

콩콩콩쿠키

그림 20. 콩콩콩쿠키 시제품

(4) 타이거넛츠 갈수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18일, 주식회사 연두

- 목적 : 양산 전 제조공정 확립, 제품 관능 및 성상 적합여부, 보존테스트

- 테스트 품목 : 타이거넛츠 갈수 1종

- 용량 및 포장 : 180 mL 스탠딩 파우치

- 제조공정 : 계량 > 배합 > 살균 > 충전 > 멸균 > 냉각

- 결과

· 관능적 특이사항 없음 

· 최종제품에 일부 부유물 관찰, 개선 진행

타이거넛츠 갈수 

그림 21. 타이거넛츠 갈수 시제품

(5) 마시는 그릭 레몬라임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3일, 일동후디스 횡성공장

- 목적 : 양산 전 제조공정 확립, 제품 관능 및 성상 적합여부

- 테스트 품목 : 마시는 그릭 레몬라임 1종

- 용량 및 포장 : 170 mL PET



- 90 -

구분 법적규격 자사규격 시제품규격
시제품 

판정
비고

성상

고유의 형태,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고유의 형태,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적합 관능검사

허용 외 타르색

소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적합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

세균수

n=5, c=2,

m=10,000,

M=50,000

n=5, c=2,

m=10,000,

M=50,000

100, 130, 110,

150, 100
적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 음성 음성 적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 음성 음성 적합

제8. 일반시험법 

4.12

황색포도상구균 

4.12.1 정성시험

- 제조공정 : 계량 > 저지방 농축원요 제조 > 배양액 제조 > 유산균 투입 > 배양 >

냉각 > 당액제조 > 조합 > 충전

- 결과

· 관능적 특이사항 없음 

나. 시제품 품질평가

(1) 진저레몬캔디

○ 제품규격

- 유형 : 캔디류

○ 영양성분 분석

- 영양성분 분석 결과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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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종류 설정실험 지표

식품군 식품종 또는 유형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1. 과자류 빵류 또

는 떡류
캔디류 수분 세균수

성상

표면균열

곰팡이

이미·이취

○ 보존테스트(유통기한 설정)

- 진저레몬캔디의 안정성 검토 및 유통기한 설정를 위한 보존테스트를 실시

1) 설정실험 지표 : 캔디류

2) 실험결과 요약

① 유통기한 설정

: 진저레몬캔디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을 위해 저장중의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품

질변화를 보존실험(25℃, 35℃)을 통해 측정한 결과,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12개월로 설정하였음.

② 이화학적 항목 : 수분이 12개월간의 보존기간 동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캔디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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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질한계점 품질한계점 판정기준 비고

· 관능

(성상, 표면균열, 곰

팡이, 이미·이취)

3.0 이상

Control (기존제품) 대비

- 5 (현격한 차이로 인한 섭취 불가)

- 4 (차이가 다소 확연함)

- 3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섭취 가능)

- 2 (거의 차이 없음)

- 1 (차이없음)

- 성상, 표면균열, 곰

팡이, 이미·이취 발

생을 중점 평가 

요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측정되었음

③ 미생물학적 항목 : 세균수 분석결과는 12개월간의 보존기간 동안 주요 품질규격에 적합

한 것으로 측정되었음

④ 관능적 항목 : 12개월간의 보존기간동안 성상, 표면균열, 곰팡이, 이미·이취 현상은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3) 실험결과

① 제품의 특성

- 식품의 유형 : 캔디류

- 성상 : 미색의 고체식품

- 원재료 : 레몬농축액, 생강농축액, 한천, 정백당, 정제수

- 제조, 가공공정 : 계량된 원자재를 정량적 투입, 혼합, 가열(살균)처리 후 냉각, 성형 포장

-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 밀봉 포장방법으로 병포장(150 g)

② 검체 및 실험방법

[검체]

- 검체는 2018년 7월 생산제품임

- 검체 채취는 제품의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생산 중간단계에서 완제품을 채취하

여 25℃, 35℃에 저장하면서 검사함

[실험방법]

- 제품의 원료특성, 제조·가공특성, 포장특성, 보관 및 유통특성을 고려, 이화학적항목,

미생물학적 항목, 관능적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 제품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을 실험지표로 정함

- 모든 실험방법은 식품공전 및 AOAC에 준하여 실시함

- 보존조건은 보존 및 가속실험을 위해 25℃, 35℃ (상대습도 65±5, 건냉암소)에 보관함

- 저장 중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해 시료채취는 반드시 무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료 

채취 후 4시간 이내 검사함

- 통계처리 : 월 1회 단위로 3개씩의 제품을 취하여 반복실험 후 통계처리 하였음.

- 보존제품의 품질 지표별 한계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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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10 value (보존한계시점) = T ℃에서의 보존기간 / (T+10) ℃에서의 보존기간

2. T℃에서 예상되는 보존기간 = (T ℃+10)의 보존기간 × Q10 value

[※ 단, 온도차가 10℃인 경우에 한함]

조건

항목
보존온도

경과일수

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화학항목 수분
25℃ 3.0 2..9 2.8 2.8 2.9 2.9 3.1

35℃ 2.8 3.0 3.0 2.9 2.8 3.2 3.1

관능항목

성상
25℃ 1.0 1.0 1.1 1.4 1.8 2.1 2.3

35℃ 1.0 1.4 1.9 2.3 2.8 2.9 3.3

표면 균열
2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곰팡이
2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미·이취
25℃ 1.0 1.0 1.0 1.1 1.2 1.4 1.6

35℃ 1.0 1.3 1.6 1.7 1.8 2.0 2.5

구분

항목  

품질한계점 Q10 Value

비고

25 ℃ 35 ℃ 25~35 ℃

관능 8개월(예상) 5개월 1.6 성상

수분 설정불가 설정불가 설정불가

- 온도별 예상 유통기간

: 아래 식을 이용하여 특정 온도에서의 유통기한을 계산함.

③ 저장 중의 품질변화 결과

※ 보존중 품질평가결과 관능(성상)이 품질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성상을 지표로 예상유통기한을 

유추함

④ Q10 Value에 의한 유통기한 예측

- 품질항목별 Q10 Value : 관능이 유통기한 설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25 ℃ 보존제품의 유통기한 예측 : 6개월까지 품질한계점이 도달치 않았으며 25℃에

서의 품질저하 수준은 직선상의 형태로 예상 품질한계점 도달기간은 8개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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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서 예상되는 보존기간 = 5개월 (35 ℃에서의 보존기간) × 1.6

= 8개월

그림 22. 25~35℃ 보존 시 품질변화 추이 (품질한계점 : 관능점수 3.0 이상)

- 따라서 25~35℃ 에서의 Q10 Value는 1.6으로 추정되고, 이 때의 예상 유통기한은 약 

개월이나 안전율(1.2)을 감안하면 현재 진저레몬캔디의 유통기한 6개월은 적정 수준

으로 판단됨

④ 결론

[이화학적 항목]

- 보존 중 전 제품의 수분함량이 기준치인 5.0 % 미만이며 밀봉 병 포장으로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는 포장상태는 양호함

[미생물학적 항목]

- 세균수는 6개월간 전 제품에서 불검출되었음

[관능적 항목]

- 보존 중 성상 관찰 결과 25 ℃ 보존제품은 6개월까지 특이사항 없었으나 35℃ 보존 

제품에서 품질한계점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함.

→ 보존 중 시험 및 가속실험을 통한 품질변화를 측정한 결과, 보존기한이 6개월까

지는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면에서 품질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6개

월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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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적규격 자사규격 시제품규격
시제품 

판정
비고

성상

고유의 형태,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적합 관능검사

산가 2.0 이하 2.0 이하 0.8 적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3.1 산가

세균수

n=5, c=2,

m=10,000,

M=50,000

n=5, c=2,

m=10,000,

M=50,000

120,20,150,20,200 적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 음성 음성 적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 음성 음성 적합

제8. 일반시험법 

4.12

황색포도상구균 

4.12.1 정성시험

(2) 다시마쿠키

○ 제품규격

- 유형 : 과자

○ 영양성분 분석

- 영양성분 분석 결과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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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종류 설정실험 지표

식품군 식품종 또는 유형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1. 과자류 빵류 또

는 떡류
과자 수분 세균수

성상

물성

곰팡이

이미·이취

○ 보존테스트(유통기한 설정)

- 다시마쿠키의 안정성 검토 및 유통기한 설정를 위한 보존테스트를 실시

1) 설정실험 지표 : 과자

2) 실험결과 요약

① 유통기한 설정

: 다시마쿠키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을 위해 저장중의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품질

변화를 보존실험(25℃, 35℃)을 통해 측정한 결과,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12개월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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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질한계점 품질한계점 판정기준 비고

관능

(성상, 물성, 곰팡이,

이미·이취)

3.0 이상

Control (기존제품) 대비

- 5 (현격한 차이로 인한 음용불가)

- 4 (차이가 다소 확연함)

- 3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음용가능)

- 2 (거의 차이 없음)

- 1 (차이없음)

- 성상, 표면균열, 곰

팡이, 이미·이취 발

생을 중점 평가 

② 이화학적 항목 : 수분이 12개월간의 보존기간 동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과자의 주요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측정되었음

③ 미생물학적 항목 : 세균수 분석결과는 12개월간의 보존기간 동안 주요 품질규격에 적합

한 것으로 측정되었음

④ 관능적 항목 : 12개월간의 보존기간동안 성상, 물성, 곰팡이, 이미·이취 현상은 품질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3) 실험결과

① 제품의 특성

- 식품의 유형 : 과자

- 성상 : 연갈색의 고체식품

- 원재료 : 밀가루, 버터, 정백당, 난황, 다시마가루,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등

- 제조, 가공공정 : 계량된 원자재를 정량적 투입, 혼합, 굽기 공정 후 냉각, 포장

-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 개별 포장 후 케이스 포장(18 g(PE) * 3입(지케이스))

② 검체 및 실험방법

[검체]

- 검체는 2018년 7월 생산제품임

- 검체 채취는 제품의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생산 중간단계에서 완제품을 채취하

여 25℃, 35℃에 저장하면서 검사함

[실험방법]

- 제품의 원료특성, 제조·가공특성, 포장특성, 보관 및 유통특성을 고려, 이화학적항목,

미생물학적 항목, 관능적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 제품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을 실험지표로 정함

- 모든 실험방법은 식품공전 및 AOAC에 준하여 실시함

- 보존조건은 보존 및 가속실험을 위해 25℃, 35℃ (상대습도 65±5, 건냉암소)에 보관함

- 저장 중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해 시료채취는 반드시 무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료 

채취후 4시간 이내 검사함

- 통계처리 : 월 1회 단위로 3개씩의 제품을 취하여 반복실험 후 통계처리 하였음.

- 보존제품의 품질 지표별 한계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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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10 value (보존한계시점) = T ℃에서의 보존기간 / (T+10) ℃에서의 보존기간

2. T℃에서 예상되는 보존기간 = (T ℃+10)의 보존기간 × Q10 value

[※ 단, 온도차가 10℃인 경우에 한함]

조건

항목

보존

온도

경과일수

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이화학

항목
수분

25℃ 2.8 2.9 2.6 2.7 2.8 3.0 2.9 3.1 2.8 3.1 3.0 3.0 3.0

35℃ 2.8 2.8 3.0 3.2 3.0 3.1 2.9 2.9 3.0 3.1 3.2 2.9 3.1

관능

항목

성상
2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물성
2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곰팡이
2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미 ·

이취

25℃ 1.0 1.0 1.0 1.1 1.2 1.3 1.4 1.5 1.7 1.7 1.9 2.0 2.2

35℃ 1.0 1.2 1.3 1.5 1.9 2 2.2 2.5 2.7 2.9 3.1 3.3 3.5

구분

항목  

품질한계점 Q10 Value

비고

25 ℃ 35 ℃ 25~35 ℃

관능 16개월(예상) 10개월 1.6 이미·이취

수분 설정불가 설정불가 설정불가

세균수 설정불가 설정불가 설정불가

- 온도별 예상 유통기간

: 아래 식을 이용하여 특정 온도에서의 유통기한을 계산함.

③ 저장 중의 품질변화 결과

※ 보존중 품질평가결과 관능(이미, 이취)가 품질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관능을 제표로 예상유통

기한을 유추함

④ Q10 Value에 의한 유통기한 예측

- 품질항목별 Q10 Value : 관능이 유통기한 설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25 ℃ 보존제품의 유통기한 예측 : 12개월까지 품질한계점이 도달치 않았으며 25℃에

서의 품질저하 수준은 직선상의 형태로 예상 품질한계점 도달기간은 16개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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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서 예상되는 보존기간 = 10개월 (35 ℃에서의 보존기간) × 1.6

= 16개월

그림 23. 25~35℃ 보존 시 품질변화 추이 (품질한계점 : 관능점수 3.0 이상)

- 따라서 25~35℃ 에서의 Q10 Value는 1.6으로 추정되고, 이 때의 예상 유통기한은 약 

16개월이나 안전율(1.2)을 감안하면 현재 다시마쿠키의 유통기한 12개월은 적정 수준

으로 판단됨

④ 결론

[이화학적 항목]

- 보존 중 전 제품의 수분함량이 기준치인 5.0 % 미만이며 밀봉 포장(PE)으로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는 포장상태는 양호함

[미생물학적 항목]

- 세균수는 12개월간 전 제품에서 불검출되었음

[관능적 항목]

- 보존 중 성상 관찰 결과 25 ℃ 보존제품은 12개월까지 특이사항 없었으나 35℃ 보존 

제품에서 품질한계점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함.

→ 보존 중 시험 및 가속실험을 통한 품질변화를 측정한 결과, 보존기한이 12개월까

지는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면에서 품질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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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적규격 자사규격 시제품규격
시제품 

판정
비고

성상

고유의 형태,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적합 관능검사

산가 2.0 이하 2.0 이하 0.5 적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3.1 산가

세균수

n=5, c=2,

m=10,000,

M=50,000

n=5, c=2,

m=10,000,

M=50,000

10,20,100,10,10 적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 음성 음성 적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 음성 음성 적합

제8. 일반시험법 

4.12

황색포도상구균 

4.12.1 정성시험

개월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콩콩콩쿠키

○ 제품규격

- 유형 : 과자

○ 영양성분 분석

- 영양성분 분석 결과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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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규제품 기존 유통제품

제품명 뉴트리마미 콩콩콩쿠키 뉴트리마미 다시마쿠키

제조사 (주)다우에프에스 (주)다우에프에스

식품유형 과자 과자

성상 연갈색의 고체 연갈색의 고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내포장(PE), 외포장(지케이스) 내포장(PE), 외포장(지케이스)

보존 및 유통온도 실온보관 및 유통 실온보관 및 유통

보존료 사용여부 미처리 미처리

○ 보존테스트(유통기한 설정)

- 다시마쿠키와 유사제품으로 유사비교 진행하였음.

1) 제품의 원료특성

- 본 제품의 주성분은 밀가루, 버터, 계란, 렌틸콩분말, 병아리콩분말, 검정콩분말 등으로 최

종제품의 수분함량이 10% 내의 제품으로서, 포장재질이 PE(내포장)로 되어 있으며 밀봉을 하여 

외부 공기와 습기를 차단하여 품질변화를 최소화 함.

2) 유사제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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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적규격 자사규격 시제품규격
시제품 

판정
비고

성상

고유의 형태,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고유의 형태,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고유의 향미와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적합 관능검사

납 (mg/kg) 0.3 이하 0.3 이하 0 적합

9-3

과일 채소류음료 

6) 시험방법 

(1) 납 및 카드뮴

카드뮴 (mg/kg) 0.1 이하 0.1 이하 0 적합

9-3

과일 채소류음료 

6) 시험방법 

(1) 납 및 카드뮴

세균수
n=5, c=1,

m=100, M=1,000

n=5, c=1,

m=100, M=1,000
음성 적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n=5, c=1, m=0,

M=10

n=5, c=1, m=0,

M=10
음성 적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

보존료 (g/kg)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적합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

살균 또는 멸균방법 - -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제조일로부터 12개월

3) 종합 판단

① 수분함량이 10% 이하의 고체 제품으로 미생물 생육이 억제될 수 있고, 습기를 차단할 수 

있는 PE 포장 재질을 사용하여 품질변화를 최소화한 제품.

② 본 제품과 제품특성이 유사한 기존 유통제품의 유통기한이 12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식품

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III. 1. 바. 3)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시험을 생략하고 본 제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설정함.

(4) 타이거너츠 갈수

○ 제품규격

- 유형 : 혼합음료

○ 영양성분 분석

- 영양성분 분석 결과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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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규제품 기존 유통제품

제품명 뉴트리마미 타이거넛츠 갈수 검은콩 영양두유

제조사 (주)연두 (주)연두

식품유형 혼합음료 가공두유

성상 연갈색의 액체 연갈색의 액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폴리프로필렌(PP) 폴리프로필렌(PP)

보존 및 유통온도 실온보관 및 유통 실온보관 및 유통

보존료 사용여부 미사용 미사용

○ 보존테스트(유통기한 설정)

- 해당 제조사 ‘검은콩 영양두유’와 유사제품으로 유사비교 진행하였음.

1) 제품의 원료특성

- 본 제품의 주성분은 정제수, 타이거너트추출액, 비정제원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등으로 파

우치(PP) 포장, 밀봉을 하여 외부 공기를 차단하여 품질변화를 최소화 함.

2) 유사제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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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적규격 자사규격 시제품규격
시제품 

판정
비고

성상

고유의 형태,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고유의 향미를 

가지는 액상으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고유의 향미를 

가지는 액상으로 

이미·이취가 

없음

적합 관능검사

무 지 유 고 형 분 

(%)
8.0 이상 8.0 이상 8.3 적합 제8. 일반시험법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1 mL 당 

100,000,000 이상
8.8 × 108 이상 19.8 × 108 이상 적합 제8. 일반시험법

대장균군
n=5, n=2, m=0,

M=10

n=5, n=2, m=0,

M=10
음성 적합 제8. 일반시험법

살모넬라
n=5, c=0,

m=0/25g

n=5, c=0,

m=0/25g
음성 적합 제8. 일반시험법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네스

n=5, c=0,

m=0/25g

n=5, c=0,

m=0/25g
음성 적합 제8. 일반시험법

황색포도상구균
n=5, c=0,

m=0/25g

n=5, c=0,

m=0/25g
음성 적합 제8. 일반시험법

살균 또는 멸균방법 멸균, 레토르트 멸균, 레토르트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제조일로부터 12개월

3) 종합 판단

① 액상 제품으로 레토르트 처리를 통하여 미생물을 사멸시키고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있

는 PP 포장 재질을 사용하여 품질변화를 최소화한 제품.

② 본 제품과 제품특성이 유사한 기존 유통제품의 유통기한이 12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식품

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III. 1. 바. 3)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시험을 생략하고 본 제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설정함.

(5) 마시는 그릭 레몬라임

○ 제품규격

- 유형 : 농후발효유

○ 영양성분 분석

- 영양성분 분석 결과 : 적합



- 105 -

구분 신규제품 기존 유통제품

제품명
뉴트리마미 마시는 그릭 

레몬라임
케어3

제조사 일동후디스(주) 일동후디스(주)

식품유형 농후발효유 농후발효유

성상 백색의 액상 백색의 액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PET용기(내면 : PS) PET용기(내면 : PS)

보존 및 유통온도 냉장보관 및 유통 냉장보관 및 유통

○ 보존테스트(유통기한 설정)

- 당사 케어3 제품과 유사제품으로 유사비교 진행하였음.

1) 제품의 원료특성

- 본 제품의 주성분은 저지방 농축원유, 정백당, 레몬농축액, 라임농축액 유산균 등으로 

PET 포장, 밀봉을 하여 외부 공기를 차단하여 품질변화를 최소화 함.

2) 유사제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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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사용여부 미사용 미사용

살균 또는 멸균방법 미실시 미실시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0일 제조일로부터 20일

3) 종합 판단

① 액상 제품으로 레토르트 처리를 통하여 미생물을 사멸시키고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있

는 PET(내면 PS) 포장 재질을 사용하여 품질변화를 최소화한 제품.

② 본 제품과 제품특성이 유사한 기존 유통제품의 유통기한이 20일인 점을 감안하여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III. 1. 바. 3)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시험을 생략하고 본 제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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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품 배합 및 제조공정 최종 확정

(1) 진저레몬캔디

○ 제품 배합표

원재료명 배합비 (%) 비고

생강농축액

대외비

고형분함량 60%

레몬농축액 고형분함량 60%

한천

정백당

엽산

인산철

정제수

합계 100

○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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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배합비 (%) 비고

다시마가루

대외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 65%

박력분

버터

정백당

난황

베이킹파우더

정제소금

엽산

정제수

합계 100

(2) 다시마쿠키

○ 제품 배합표

○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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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배합비 (%) 비고

병아리콩분말

대외비

검은콩분말

렌틸콩분말

맥주효모

박력분

버터

정백당

오트밀

계란

베이킹파우더

비타민D3혼합제제

엽산

합계 100

(3) 콩콩콩쿠키

○ 제품 배합표

○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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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배합비 (%) 비고

타이거너츠 추출농축액

대외비

고형분함량 50 %

비정제 원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정제소금

효소

탄산수소나트륨

비타민D3혼합제제

엽산

정제수

합계 100

(4) 타이거너츠 갈수

○ 제품 배합표

○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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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비자조사

○ 최종 제품 출시 준비에 앞서 최종 제품 컨셉 수용도 평가 소비자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음

(1) 조사목적 : 임신·수유부 대상 건강식품 신제품 컨셉 수용도 평가

(2) 조사방법 : 심층인터뷰(Depth Interview)

(3) 조사대상 :

- 서울 및 경기 거주하고 있는 생후 5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2030대 수유부

- 임신 및 출산 후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을 2개 이상 섭취하고 있는 자

- 현재 모유수유를 하고 있거나, 혼합 수유를 하고 있는 자

- 일동후디스를 인지하고 있는 자

(4) 표본수 : 총 4명 (아기 1~4개월)

(5) 조사기간 : 2019.05 ~ 2019.06

(6) 주요 조사내용

(7) 조사결과 

○ 조사 결과, 임신 초기에는 입던 진정효과, 임신안정기에는 비정상적인 체중증가를 막고 부종 

감소를 위한 식품, 수유기에는 수유로 인한 갈증 해소를 할 수 있으며 성분이 안전한 제품을 선

호하는 결과를 보였음

○ 임신 초기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진저레몬 캔디이며, 생강의 성분과 입덧효과, 레몬 맛

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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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안정기에는 그릭 드링크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적합성을 고려할 때 수유기까지 타겟을 

확장할 필요 있음

○ 수유기에는 콩콩콩쿠키가 체중조절, 탈모 니즈에 적합하고, 높은 선호도를 보임

그림 24. 상대적 컨셉 선호도 및 개선방향

○ 본 과제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제품은 아레 총 4가지 제품임

- 임신초기(입덧기) : 진저레몬캔디

- 임신안정기(입덧안정기) : 다시마쿠키

- 수유기(수유기) : 콩콩콩쿠키, 타이거너츠 갈수

○ 조사 결과, 실제 타겟의 수용도 조사와 잘 부합하는 제품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

음.

- 진저레몬캔디 : 부합

- 다시마쿠키 : 일부 개선 필요

- 콩콩콩쿠키 : 부합

- 타이거너츠 갈수 : 일부 개선 필요

○ 다시마쿠키의 경우 다시마 맛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품의 주요 컨셉이 소

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이 될수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타이거너츠 갈수의 경우 원료와 제품 형태가 생소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읜견이 주를 이룸. 하

지만 수유기에 추구하는 수분공급이라는 본질에는 매우 부합하기 때문에 이 또한 소비자에게 제

품의 주요 컨셉이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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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비자 조사에서 보여진 의견을 적용하여 제품 개선을 추가 진행한다면 충분히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각 제품 별 컨셉평가는 다음과 같음

- 마더밀(균형영양식)

- 산양분유 츄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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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저레몬 캔디

- 다시마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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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릭드링크

- 콩콩콩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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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너츠 갈수

마. 브랜드 개발 및 사업화 전략

(1) 패말리브랜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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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진행

○ 제품 패키지

- 진저레몬 캔디

- 다시마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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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쿠키

- 타이거너츠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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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화 전략

○ 브랜드 라인업 & 컨셉

○ 제품 컨셉안

- 레몬진저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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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마쿠키

- 콩콩콩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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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넛츠 갈수

○ 시기별 맞춤 섭취 가이드라인 구축 - 임신기부터 수유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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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 “뉴트리마미” 브랜드 리뷰

- “뉴트리마미” 브랜드 리플렛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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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전시 실시

· 행사명 : 후디스맘 아카데미 예비맘 클래스

· 일시 및 장소 : 2019년 6월 19일, 강동구민회관 1층 소회의실

· 목적 : 해당 과제 결과 실제 타겟층 홍보

· 내용 : 개발제품 4종 및 개발 홍보용 리플렛 전시

· 결과 : 예비맘 대상 행사로 임신·출산에 대하여 관심도가 매우 높았음

연구 결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실 타겟층의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함

브랜드 론칭 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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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홍보전시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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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사업화 연간 스케줄

- 판매채널

· 1차 : 유통(할인점), 자사 온라인몰

· 2차 : 소셜, 오픈마켓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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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내용

우유 제품을 매일 3회 이상 

먹자

1. 우유를 매일 3컵 이상 마십니다.

2. 요구르트,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등을 자주 먹습니다.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을 1.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습니다.

■ 협동연구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임산부·수유부 영양을 위한 제형 개발

◎ 1차년도 (2016년도)

가. 임신부의 시기별 부족 및 필요 영양소 분석

메타분석 및 관련 역학 자료 수집을 통하여 임신부의 시기별 부족 및 필요 영양소와 영양섭취 

상태에 대하여 조사함.

(1) 임신부 영양 관리의 필요성

○ 임신부 영양의 중요성

- 임신기 모체의 영양소 대사는 새로운 조직의 부착과 모체의 저장, 조직의 재분배, 대사율과 교

체의 증가 등을 위해 영양소 필요량이 증가되며 체내 호르몬의 변화로 장기에서는 영양소 흡수율

이 증가하고 신장 위장에서는 배설량이 감소됨. 임신 중 구성 비율은 태아가 27%, 태반5%, 양수

6%, 나머지는 모체조직에 축적됨

-> 따라서 임신기의 영양상태가 산모의 건강 및 태아의 성장 뿐 아니라 출생 후 영아의 건강에도 

영양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영양 공급이 중요함

○ 임신부의 바람직한 체중 증가

- 임신 중에는 태아의 성장, 그리고 이를 지탱하기 위해 모체의 조직이 증식하고 발육하면서 체중 

증가가 일어나게 됨. 임신기간 중 어느 정도의 체중 증가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미국산부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s and Gynecology)에서는 심장질환 고혈압 고

지혈증 당대사장애 등의 합병증 발생이나 저체중아의 위험도가 가장 적은 적절한 체중 증가량은 

임신 전에 비해 11~12.3kg 정도를 권장하고 있음

- 임신 기간 중 체중 증가는 체중 증가량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 속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데, 임신 초기(1/3분기) 동안은 1~2kg 정도, 이후에는 매주 0.3~0.5kg 정도의 체중 증가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임신부의 식생활 지침

- 보건복지부(2010)에서 발표한 <임신·수유부를 위한 식생활 지침>은 다음과 같음

표 1. 임신·수유부를 위한 식생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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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먹자
2. 생선, 살코기, 콩 제품, 달걀 등 단백질 식품을 매일 1회 이상 

먹습니다.

청결한 음식을 알맞은 양으로 

먹자

1.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합니다.

2. 음식을 만들 때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다루고, 먹을 만큼만 

준비합니다.

3. 살코기, 생선 등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4. 보관했던 음식은 충분히 가열한 후 먹습니다.

5. 식품을 구매하거나 외식할 때 청결한 것을 선택합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1.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는 소금, 간장, 된장 등의 양념을 보다 적게 

사용합니다.

2.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국물은 싱겁게 만들어 적게 먹습니다.

3. 김치는 싱겁게 만들어 먹습니다.

술은 절대로 마시지 말자

1. 술은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2. 커피, 콜라, 녹차, 홍차, 초콜릿 등 카페인 함유식품을 적게 먹습니다.

3.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활발한 신체활동을 유지하자

1. 임신부는 적절한 체중증가를 위해 알맞게 먹고, 활발한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2. 산후 체중조절을 위해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하여 점차 운동량을 

늘려갑니다.

3. 모유 수유는 산후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임신부 영양 관련 논문 분석

○ 국내 논문 

- 생선 소비와 임신부 제대혈 중의 메틸수은 함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영지역 임신부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선섭취가 제대혈의 수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평균 섭취군 및 다량 섭취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Jang 등, 2012)

- 임신부들의 영양섭취 실태와 철분 보충제 사용과 임신 결과간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임신부

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서 20대 산모보다 철분 보충제 섭취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3회 이

상 출산한 임신부의 철분 보충제섭취가 초산부와 2회 이상 출산한 임신부 보다 높게 나타남(Cho

등, 2009)

- 임신 중기 임신부의 아연 영양상태가 제대혈 성분 및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임신부의 혈청 아연 농도와 아연섭취량은 신생아의 출생 시 체중과 키, 제태연령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으며, 제대혈의 아연 농도는 신생아의 신장 및 체중과 상관관계가 없었음(Le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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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24-28주 산모 107명을 대상으로 엽산과 호모시스테인 농도에 따른 태반세포 DNA 메틸화

를 MTFHR 677 유전다형성군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증가할수록 태

반세포 DNA 저메틸화가 일어났으며, 혈중 엽산과 호모시스테인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체 

내 엽산 농도가 높아질수록 태반세포 DNA 메틸화가 증가됨(Park 등, 2005)

- 임신 전반기 여성을 대상으로 철분 섭취 상태와 식생활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혈액학적 지표들

을 측정하여 임신 전반기 여성들의 철분 결핍정도와 철분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임신 전반기 여성들은 한국인 영양 권장량과 비교했을 때 열량, 칼슘, 철분의 섭취가 부

족하였으며 특히 철분의 섭취 상태가 가장 미흡하였고 식품선택의 다양성이나 균형성 면에서 많

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Yoon 등, 2003)

- 저소득층 임신부의 일상 섭취 식품 중의 sodium 함량을 측정하여 식염 섭취량을 산출한 결과,

이상 임신부의 평균 식염 섭취량은 정상 임신부의 평균 식염 섭취량(23.8g)보다 3~4g 정도 더 많

이 섭취하였으며, 영양권장량에 대한 열량, 단백질, 칼슘, 철분 섭취량이 모두 저조함(Lee, 1984)

○ 국외 논문

- 우유 또는 임신 중 필요한 필수지방산 등의 미량영양소가 강화된 음식들이 영아의 출산 시 몸

무게를 60-73g가량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미량영양소 권장섭취량의 약 두 배의 영양 강화를 시

행 한 음료는 미량영양소 빈혈과 철분부족 등의 대표적인 부족현상들을 상당수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칼슘은 초기 임신 중독증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칼슘과 칼륨, 인,

마그네슘은 임신 시 태아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제품들에서는 포함하고 있

지 않거나 함유량을 제한하고 있음(Zhenyu, 2011)

- 여성의 1/3이 식이를 통한 엽산 섭취를 충분하게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 임신부, 수유부들의 엽산 섭취상태는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임. 임신한 여성

과 수유 여성들이 주로 엽산을 섭취하는 경로는 곡물음식(41%), 과일 및 채소(21%)로 나타났고 

빵류, 크래커 종류의 음식에서 엽산 섭취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Kelly & Sherwood,

2006)

- 임신부와 수유부의 올리고당이 강화 된 이눌린 섭취는 태아의 전 생애의 거쳐 최대 골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개인의 생애의 최대 골밀도를 결정하는 중요시기는 유아기,

사춘기, 그리고 수유기와 임신기로 알려져 있음. 임신기와 수유기의 모체의 영양 상태는 모체 자

체의 골격 건강 뿐 아니라 태아의 골격형성과 건강에도 직결되어 있음(Zhenyu, 2011)

- 임신부의 영양 관련 정책

▶ 미국에서는 1947년부터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을 통해 국가에서 가임기 여성, 영유아 및 어린이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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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WIC 사업으로 인해 태아 및 영아 사망률 감소, 조산율 감소 및 저체중아 출생율 

감소, 임신부 및 영유아의 철결핍성 빈혈 발생률 감소,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임신부의 체중

증가 등의 효과가 입증됨. 프로그램 투입예산 $1 당 $3.13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됨(한국보

건산업진흥원, 2006)

▶ FDA와 미 환경보호청(EPA)에서 임신부와 수유부 및 어린이에 대한 수은함유식품 섭취량 

지침서를 개정하며 수은농도가 낮은 해산물은 먹어도 좋다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새우류, 대

구류, 연어류, 통조림 참치, 메기류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 생선을 섭취하는 것은 임신부와 수유

부 및 어린이의 수은 섭취량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판단함(FDA)

(3) 임신부의 영양소 섭취 기준 및 시기별 필요 영양소

○ 임신부의 영양소 섭취 기준

-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기관형성이 이루어지고, 중기에는 뇌의 성장과 발달, 후기에는 지방조직,

근육, 췌장세포가 증가함. 특정 임신 시기에 특정 영양소의 부족은 임신 결과를 나쁘게 할 수 있

음. 따라서 임신 시기에 따른 영양 권장량을 고려한 식품 섭취는 산모와 태아에게 매우 중요함

▶ 단백질

비임신 시기와 마찬가지로 육류, 우유, 계란, 치즈, 닭고기, 생선 등의 필수아미노산이 많은 동

물성단백질을 총 단백질 섭취의 1/3 이상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당불내증이 있는 성인을 제

외하고는 우유와 유제품이 임신부와 수유부에서 단백질과 칼슘을 공급하는 좋은 급원임. 임신 중 

단백질섭취가 과잉되면 오히려 미숙아의 발생빈도 를 높이고 태아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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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되고 있어 총열량의 25%를 넘는 단백질 섭취는 삼가는 것이 좋음

▶ 필수지방산

필수 지방산인 linoleic acid와 alpha-linoleic acid, 그리고 이의 부산물인 arachidonic acid (AA),

docosahexaenoic acid (DHA)는 태아의 신경발달이나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로 새로운 조

직의 형성에 필수적임. 함유 식품으로는 고등어, 청어, 연어 등의 등푸른 생선과 문어, 달걀, 조개

류, 견과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음

▶ 철

육류, 생선, 닭고기 등의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철이 식물성 식품의 철보다 더 흡수가 잘 되므

로 철이 풍부한 동물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함. 비타민 C 함유량이 높은 식품(귤, 딸기, 양배

추, 오렌지 쥬스, 토마토 쥬스등)과 철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먹으면 철의 흡수가 좋아지나 섬유

소, 녹황색채소, 콩류를 많이 먹는 경우 철 흡수를 방해하거나 체내의 철을 배출시킬 수 있음. 철

은 지방이 적은 붉은 살코기, 닭고기 등 가금류, 생선, 굴, 깻잎, 시금치, 두부, 건포도와 건자두 

같은 말린 과일, 아몬드, 땅콩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음

▶ 엽산 

태아의 척추, 뇌, 두개골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이며, 임신기간 중 초기 1~4 개

월 동안 특히 중요한 엽산은 쑥갓, 메추리알, 시금치, 깻잎, 딸기(생과), 부추, 고춧잎, 총각 김치,

오렌지(무가당주스), 토마토, 오렌지, 키위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음

▶ 칼슘

임신기간 중 칼슘섭취량은 1일 940 mg으로 비임신 여성의 권장섭취량보다 280 mg이 추가 설

정되어 있는데, 하루에 3~4컵의 우유섭취로 칼슘의 권장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음. 칼슘은 우

유와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짙푸른 채소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해조류, 두류, 곡류, 채소

류에도 들어 있음. 일상적으로 먹는 밥과 김치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 않고, 시금치와 같은 녹

색채소는 칼슘함량이 많아도 같이 들어있는 옥살산에 의해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실제로 이러한 

음식물에서 얻어지는 칼슘은 많지 않음. 우유와 유제품은 칼슘함량도 높고 체내이용률도 높은 질

이 좋은 칼슘 급원임. 유당불내증이 있는 여성은 치즈나 요구르트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좋음

▶ 아연

아연의 주요공급원은 패류(특히 굴), 육류, 간, 가금류, 우유류 등의 동물성식품임. 곡류와 채소류

는 아연의 함량도 낮고 아연의 흡수율도 낮음. 음식물로 들어온 철분의 경우는 아연의 흡수를 감

소시키지 않지만, 하루 60 mg 이상의 철분보충제를 섭취하는 경우는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여 아

연 혈중농도가 감소함

▶ 비타민 D & 비타민 A

비타민D 함유식품은 흔하지 않아서 생선의 간유, 기름진 생선, 난황, 마가린, 강화 식품등이 있

음.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D를 첨가한 우유가 판매되고 있음. 비타민 A가 많은 식품은 간과 생선

간유, 전지분유, 계란 등이며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의 경우는 당근과 시금치와 같은 녹황색채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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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음

▶ 비타민 B2

Riboflavin(B2)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우유, 우유 생성물, 시리얼, 고기, 고기 생성물, 초록색 

잎이 많은 야채, 효모균 추출물 (yeast extract), 간 등이 있음

○ 임신부의 시기별 필요 영양소

▶ 임신 초기(1주~12주)

임신 초기는 태아의 신체발달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됨. 태아에게 필요한 중요한 신

체기관이 빠르게 형성되며, 태반이 형성되어 모체에서 영양이 탯줄을 통하여 태아에게로 직접 전

달되므로 적절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함. 임신초기, 특히 입덧이 있는 시기에는 기초대사량도 

임신전보다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총 섭취량의 증가는 권장하지 않음. 대신 임신 초

기 태아 기관 형성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전반적인 식사량의 증

가보다는 다양한 반찬 섭취를 통한 고른 영양소의 섭취에 노력하는 것이 좋음

태아의 세포 분열 및 기관 형성과 태아의 골격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임신 초기부터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의 섭취가 필요함. 또한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

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엽산은 DNA를 합성하고 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달시키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으므로 엽산 섭취를 주의해야함

▶ 임신 중기(13주~28주)

임신 중기는 입덧으로 인한 경구섭취 어려움도 호전되고 임신에 따른 변화에 익숙해지는 시기

로서 중기 이후부터는 임신초기에 비해 1일 340kcal 내외의 추가 열량 섭취가 권장되므로, 섭취량 

증가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임신 중기 이후부터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함께 칼슘과 철분의 섭취가 중요시되는 시기임.

임신부의 칼슘 섭취가 낮으면 태아의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체에 축적된 칼슘이 사용되므

로 칼슘의 부적절한 섭취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임신 중 태반의 형성이나 태

아와 모체의 헤모글로빈 생성 또는 분만 시의 출혈 등으로 인해 다량의 철분이 필요하며, 우리나

라 여성에서 철 결핍성 빈도가 높은 편이므로 충분한 철분 섭취가 권장됨

▶ 임신 말기(29주~출산)

임신 후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영양소 필요량이 더욱 증가하여 임신 전에 비해 1일 450kcal 내

외의 추가 열량 섭취를 권장함. 다만 태아의 성장에 따른 복부압박으로 생기는 조기 포만감으로 

인해 한 번에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워 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1일 3회의 식사 외에 오전,

오후, 야식 등을 통해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또한 체중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

으므로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변비를 막기 위해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것이 좋으며 

thiamin은 임신 말기에 많이 요구되어 하루에 0.1 mg에서 0.9 mg까지 필요함. 한편 필수 지방산

인 linoleic acid와 alpha-linoleic acid, 그리고 이의 부산물인 arachidonic acid (AA),

docosahexaenoic acid (DHA)는 반드시 섭취되어야 하는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는 새로운 조직의 

형성에 필수적임. 즉 태아의 신경발달이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것이 많은 음식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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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여야 함. 특히 태아의 뇌 발달은 임신 제3분기에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이때에 적절한 필수 

지방산의 보충이 중요함

한편 임신 8개월 이후에는 부종, 단백뇨, 고혈압 등의 문제가 동반된 말기 임신 중독증(toxemia

of pregnancy)이 나타날 수 있음. 이 경우 부종에 의한 수분 축적, 혈압 상승의 우려를 고려하여 

과잉의 염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함

나. 수유부의 필요 영양소 분석

메타분석 및 관련 역학 자료 수집을 통하여 수유부의 부족 및 필요 영양소와 영양섭취 상태에 대

하여 조사함

(1) 수유부 영양 관리의 필요성

○ 수유부 영양의 중요성

- 수유기간 중 매일매일 다량의 모유를 생성하기 위해 수유여성의 대사는 일차적으로 적정한 양

과 질의 유즙생성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일어남. 정상적인 유즙생성을 위해서는 유포들이 중성지

방, 아미노산, 포도당 등 모유생성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임. 식사를 통해 섭취된 에너지와 영양소는 물론이고 모체의 저장분도 일부 유선조직에 우선 

사용되므로 모체의 영양섭취상태가 불량하면 모체 저장분에서 동원 가능한 기질들이 모유생성에 

사용되므로 모체의 저장분이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수유부의 식생활 지침

- 수유부의 식생활 지침 관련 내용은 ‘임신부 식생활 지침’의 <임신·수유부를 위한 식생활 지침>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2) 수유부 영양 관련 논문 분석

○ 국내 논문 

- 임신·수유부의 식이섭취 및 식생활 관련 요인이 모유의 지방산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모유 내 총 지방은 수유기 육류식품섭취에 영향을 받았고, 모유 내 AA 함량은 견과류 

식품섭취량에 영향을 받았으며, 모유 내 지방산과 총 지방 성분은 모체의 임신기 수유기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Kim, 2014)

-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하는 수유부 121명을 대상으로 임신 말기와 수

유기 칼슘섭취량을 조사하고, 대상자 특성에 따른 칼슘섭취량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수유부가 

보고한 하루 칼슘섭취량은 임신 말기에 568mg, 수유기에 431mg으로 나타나 권장섭취량 

1,000mg, 1,100mg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Ahn & Kim, 2011)

- 분만 후 1, 2, 3 및 6개월에 모유를 수유하는 모체의 혈장과 적혈구 엽산 농도 및 혈장 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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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테인 농도를 측정하고, 동 기간에 분비된 모유의 엽산 함량을 분석해 수유기간에 따른 변

화를 분석한 결과, 수유기에 식품만으로 엽산을 섭취하는 경우 수유부의 RI를 충족하기 힘들

며, 모유의 엽산 함량은 정상 수준이 유지되나, 수유기간이 경과하면서 감소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모체의 엽산영양상태가 단기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Jeong & Lim, 2008)

- 수유부의 식이 섭취 및 건강관련 습관이 모유내 비타민B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비타민B2, B6, B12 섭취량은 권장량의 70~130% 이었으며, 유즙내 비타민B2 수준

은 간접흡연과 보신용 식품 섭취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Chun 등, 2005)

- 가임기 동안 저칼슘을 섭취한 흰쥐에게 임신기와 수유기에 걸쳐 장기간 칼슘 보충 수준을 달

리했을 때, 어미쥐와 새끼쥐의 골격상태와 무기질 대사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임신 전에 불

충분한 칼슘을 섭취했다 할지라도 임신 및 수유기간 동안 적절하게 칼슘을 보충하면 모체의 

골격상태 및 무기질 함량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칼슘의 보충은 혈청 단백질 

농도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질의 농도를 저하시켜 체내 무기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Park

등, 2004)

- 수유단계로 나누어 20명의 동일인을 대상으로 1일 모유 중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인의 함

량 변화와 영아의 이들 영양소 섭취량을 측정한 결과, 모유의 단백질 함량은 분만 후 7일째 유

의하게 높고 그 이후 수유기간 경과와 함께 3개월까지 감소하였으며, 모유의 칼슘 및 인 함량

은 분만 후 수유기간경과와 함께 감소하였고, 모유의 마그네슘 함량은 수유기간에 따라 증가함

(Kim & Keum, 2003)

- 수유부의 식이섭취가 모유의 무기질 및 미량원소 함량에 미치는 영향과 모유의 각 무기질 농

도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 본 결과, 수유부들의 영양섭취 정도는 개인에 따른 차이가 컸으며 하

루 평균 영양소 섭취량은 모든 한국 수유부에 대한 영양 권장량에 미달됐으며, 이는 모유의 나

트륨 농도와 음의 상관성이 있고 유즙의 아연 및 구리 함량은 양의 상관성을 나타냄. 칼슘 섭

취량은 모유의 마그네슘 농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인의 섭취는 유즙내 니켈 함량에 영향을 미

침(Ahn & Choi, 1993)

- 모유의 질소원들은 각기 독특한 생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유즙에서의 함량 변화도 서

로 다른 기전에 의해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유에 함유된 총 질소 함

량과 각 질소원들의 농도를 채취한 초유, 이행유, 성숙유에서 측정하고, 수유 기간에 따른 이들

의 함량 변화를 비교 분석함. 그 결과 모유의 총 질소 함량과 각 질소원들의 농도는 분만 후 

수유 초기에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수유가 진행되면서 성숙유에서도 완만한 감소 성향이 나타

남(Song 등 1990)

- 수유부 27명을 대상으로 분만 후 15일부터 150일 까지 추적하여 한국인 모유의 수유기간별 

비중, 총고형분 및 단백질을 살펴본 결과, 모유 비중의 경시적인 변화 및 모유 중 단백질 함량

은 수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전 수유기간에 수집한 모유 시료 전체의 

총 평균 단백질함량은 1.20g으로 나타남(Le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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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단백질 식이를 임신기 및 수유기 동안 어미쥐에게 섭취시킨 후 출생 시부터 생후 21

일까지의 새끼쥐의 세포 발달을 관찰한 결과, 세포의 수를 짐작할 수 있는 DNA함량은 casein

군 > soy protein군 > corn gluten군 순서였으며, 아미노산 조성의 불균형에 따른 영향은 세포 

발달과정에서 세포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Kang & Kim, 1984)

○ 국외 논문

- 모유 내 AA 함량은 임신기 식품섭취 빈도조사법으로 조사한 식사섭취 내 AA와 관련성이 없

었는 것으로 나타났고(Sartorelli, 2012), 모유 내 EPA와 DHA의 함량이 식이섭취 내 EPA와 

DHA의 함량을 높이지 않았다는 연구(Pinto, 2010)가 있으며, 임신기간 동안 ALA 보충제의 제

공이 모유 내 ALA함량을 높였음(Renata, 2013)

- 중국의 내륙·강가·해변 세 지역의 임산부 모유에서 육류의 섭취량이 많은 내륙 지역 임산부 

모유의 LA함량이 높았으며Gao, 2013), 다른 식습관을 가진 중국 내 두 지역의 모유 함량을 조

사한 연구에서 육류 섭취량이 적은 지역보다 많은 지역에 사는 임산부의 모유 내 LA와 ALA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AA와 DHA함량은 낮았음(Yongmei Peng, 2009)

- 임신기 식사섭취 조사를 통하여 지방 섭취량이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에 사는 임산부의 모유 

성분을 비교 시 지방 섭취량이 많은 지역에 사는 임산부의 모유 내 ALA 함량이 높았으며

(Yongmei Peng, 2009), 임신기간 동안 연어의 보충이 수유 초기 모유 내 ALA 함량을 높였고

(Heidi, 2012), 식사 내 n-6/n-3 지방산 섭취 비율이 모유 내 성분에 영향을 미치며, 비율이 높

은 수유모의 모유에서는 DHA 함량이 낮았음(Sheila M, 2003, Sheila M, 2007)

- 지방 성분은 모체의 장단기 모체의 식사섭취, 저장 지방의 동원, 간이나 유방조직의 지방합성

과 관련이 있으므로 모유 내 DHA와 AA는 식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식이 내 LA와 ALA로

부터 AA(와 DHA가 합성되어 모유에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남(M.C. Marı"Ln, 2005)

- 엽산이 결핍된 수유부에게 5,000 μg/day의 엽산 보충이 모유의 엽산 함량을 현저하게 증가시

켰다고 했고(Cooperman 1982), 수유기간 중 1,000 μg/day의 엽산 보충이 수유기간이 경과하면

서 나타나는 모유의 엽산 함량 감소를 막았다고 하였음(Mackey & Picciano, 1999)

(3) 수유부의 영양소 섭취 기준 및 필요 영양소

- 수유부의 영양소 섭취 기준

수유여성의 영양필요량은 모유 생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됨. 모유분비가 자리잡게 되는 수유 4-6

개월에는 매일 750-800 mL가 분비되며 이후 유아에게 이유 보충식이 주어지면 모유분비량은 점

차 감소함. 모유생성을 위해 수유기에 추가로 요구되는 영양소의 양은 비타민 D, 엽산 그리고 철

을 제외하고는 임신기에 추가로 요구되는 양보다 많으며 특히 에너지와 단백질 증가량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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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부의 필요영양소

▶ 에너지 

권장섭취량보다 적은 에너지를 섭취 할 경우, 유즙 생성이 위축됨. 수유부의 에너지 필요추정

량은 수유기간 중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 모유분비로 인한 에너지 및 모체의 저장 지방조직에

서 동원된 에너지로부터 추정함. 따라서 수유부의 추가 에너지는 320 Kcal/일로 환산함. 19

세~29세의 여성의 경우 권장섭취량이 2,100 Kcal/일 이므로, 19세~29세에 있는 수유부에게 권

장되는 에너지는 2,420 Kcal/일 임. 30세~49세의 여성의 경우 권장섭취량이 1,900 Kcal/일 이므

로, 30세~40세에 있는 수유부에게 권장되는 에너지는 2,220 Kcal/일이 권장됨

▶ 단백질

모유에는 비단백질 질소 함량이 높아 모유 내 총 질소의 20~27% 차지함. 또한, 모유를 통해 영

아에게로 전해지는 단백질 함유량 또한 중요함. 수유부의 단백질 섭취량이 불량할 경우 모유를 

통한 영아의 단백질 섭취량이 감소 될 뿐 아니라, 수유부 자신의 근육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

으므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함. 수유부의 단백질 추가 권장량은 25 g/일 임. 19세~29세

의 여성의 수유부의 경우 기존의 권장섭취량은 50 g/일 이므로 75 g/일을 권장 섭취량으로 정

함. 30세~49세의 여성의 수유부의 경우 기존의 권장섭취량은 45 g/일 이므로 70 g/일을 권장 

섭취량으로 정함

▶ 지질

수유부의 식이 중 불포화지방산인 필수지방산이 부족하면 유즙 분비에 지장을 주며, 동시에 영

아의 성장발육에 영향을 끼침. 수유부의 식이 중 지방산은 유즙의 지방산 조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끼치고, 영아의 지용성 비타민 (Vit. A, D, E, K)의 섭취를 용이하게 하므로, 양질의 지방

산 섭취는 수유부에게 매우 중요함. 지방의 섭취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조성으로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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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 총 섭취량은 섭취 에너지의 15~25%정도로 함. 특히, 필수지방산 중 리놀렌산 (linoleic

acid)는 전체 열량 중 1~2%로 섭취하도록 유의함

▶ 칼슘

수유기간 중 모유 생성을 위해 칼슘 요구량이 증가함. 칼슘은 영아의 치아와 뼈의 발육에 필수

적이며, 수유부의 산후 뼈와 치아 건강에도 필수적임. 칼슘은 성숙모유의 칼슘 함량은 평균 28

mg/100 mL이나 수유 후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감소한다. 모체의 칼슘 섭취량이 모유의 칼슘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경

우 모체의 골격으로부터 칼슘이 동원되어 모유생성에 사용 되는 경향이 있어서 골다공증 유발

이 우려됨. 수유부의 칼슘 추가권장량은 370 mg/일로 정함

▶ 엽산

임신기간 중에도 모유생성을 위해 엽산 필요량이 증가하는 수유기는 모체의 엽산영양상태가 

취약해지기 쉬움. 모유는 성장속도가 빠른 영아기에 적어도 6개월 동안 엽산의 유일한 공급원

이므로 모유의 엽산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영아의 성장에 중요함. 특히 엽산은 영아 

및 모체의 DNA 합성에 관여하며 결핍 될 경우 거대적아구성빈혈 또는 신경관 손상을 초래 할 

수 있음. 수유부의 엽산 추가권장량은 150 ㎍DFE/일 임. 일반적인 19세~50세 여성의 엽산 권

장섭취량이 400 ㎍DFE/일 인 것을 생각했을 때, 수유부의 권장섭취량은 550 ㎍DFE/일로 정함

▶ 수분

모유는 약 87%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 수유기 모체의 수분요구량은 증가함. 수유부의 수분요구

량은 기후, 체격, 모유생성, 기타 요인 등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 기본적으로 수유기 수

분의 추가 권장섭취량은 비수유기 여성에 비해 700 ml/일로 추산하고 있음.

다. 식품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메타분석용 raw data 수집

(1) 임신부 및 수유부와 관련된 기존 메타분석 논문 검색

○ 연구대상 논문과 자료 수집 방법

- 임신부, 수유부를 위한 제품에 함유될 식품 선정을 위해, 2000년에서 현재까지 임신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식품, 영양 등의 중재 효과를 검증한 메타분석 논문을 활용하고자, MEDLINE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영문으로 발표되는 관련 논문이 2천6백만 개 이상 인용되고 검색되는 미국 국

립보건원 산하 국립의학도서관의 생명과학 및 생물의학 논문 검색 사이트 

(https://www.ncbi.nlm.nih.gov/pubmed)를 사용하였음 

- PubMed에서 keyword로 ‘meta analysis’, ‘ pregnancy’, ‘pregnant’ ‘breastfeeding' 로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 총 584개의 논문이 검색됨

- 검색된 584개의 논문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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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No. 독립변수 종속변수 (태아, 신생아)

엽산

(folic acid, folate,

MTF)

86
MTF(메틸렌테트라폴레이트)

환원제 유전다형성
습관성 유산, 중국 

46 엽산 보충 조산 예방

204
메틸렌사수소 엽산 환원효소 

A1298C
습관성 유산

230
메틸렌사수소 엽산 환원효소 

C677T, A1298C
임산부의 고혈압 

167 임신 중 엽산 보충 SGA(저체중부당경량아)

13 임산부의 엽산 보충제 섭취
임신성 고혈압 및 임신중독증에 

미치는 영향

37 엽산 주입
임산부, 모유 수유부 엽산 상태 

및 엽산 수량화 

288
모체와 태아의 MTHFR

A1298C 동질이형
유산 위험

311 엽산섭취 건강결과

364 MTHFR C677T 다형성 고혈압, 임신기 고혈압

303 MTHFR 다형성 원인불명 습관성 유산

336 MTHFR C677T 다형성 습관성 유산

칼슘

(Ca)

114 칼슘 보충
고혈압성 질환 위험율 및 관련 

문제

505
고혈압과 임신 중독증 있는 

임산부의 칼슘 보충제 섭취

임신 결과 및 효과

(혈압 조절, 임신 중독증 예방)

359 칼슘보충 고혈압장애 위험 

철분 73 임산부의 고혈청 철 농도 임신성 고혈압

○ 기존 메타분석 논문의 분류(categorization)

- 검색된 메타분석 논문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하여 정리한 584개의 논문을 분석하여 독

립변수는 식품 및 영양소, 카페인, 흡연, 알코올, 스트레스, 약물 및 호르몬, 질병, 유전자, 신체활

동 및 생활습관, 환경 등의 10개 category로 구분하고 관련된 메타분석을 categorization 하였음 

- 임신부, 수유부 관련 10개의 카테고리 중 식품 및 영양소 관련 메타분석 논문은 총 52 편이었음

표 2. 임신부, 수유부 관련 식품 및 영양소 관련 메타분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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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헤모글로빈)

228 철 상태, 철 보충제 말라리아 예방

248 헤모글로빈 농도 임신 영향

264 철분제 유해 임신

아연

(Zn)
128 아연 섭취 아연 상태-채식주의자

Vit D

138 비타민 D 보충제 비타민 D, 칼슘 농도 (신생아)

48 비타민D 보충 임신 결과

276 모체의 비타민 D 임신과 태아

146 비타민 D 보충제 신생아

322 비타민 D 섭취 모체, 신생아, 유아건강

295 모체의 비타민 D 유해임신결과

Vit A

(레티놀,

레티노이드)

108
임신 초기 국부성 

레티노이드류
임신 결과

323 비타민A와 카로티노이드 섭취 모체, 신생아, 유아건강

Vit B12 28 임산부의 Vit B12 부족 태아의 출생 몸무게

단백질

18 영양실조 -> 단백질 보충식품

보충 식품 후 성장 결과

(섭취 후 태아들의 키와 머리 

둘레 변화 미비)

38 L-아르기닌 보충식품
임산부의 혈압을 낮추고 임신 

가능 나이를 연장

321
크레아티닌 대비 알부민, 요중 

단백질 비율 

유해임신결과

(임신중독증 예상되는 환자 대상)

식품 No. 독립변수 종속변수 (태아, 신생아)

생선유

(ω-3, ω-6)

103 생선유 보충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전자간증(자간전증)

66 임신기 PUFA 섭취 태아의 알레르기 질환

161 임신 중 지방섭취 임신성 당뇨병

194
장쇄 n-3 다가불포화 지방산

(LC-PUFA)
임신체중 회복, 배란 지연

36 어유 보충제 섭취
긍정적인 임신 결과 및 신생아 

크기 결과

34
n-3 긴 다가불포화지방산 

보충식품

신생아의 머리둘레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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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임신기 모체의 오메가3 보충 유아기 인지능력, 시각발달

프로바이오틱 

보충제
332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임신기 유아기 아토피성 피부염 

예방

항산화 105 항산화 수준
자간전증 위험률, 저체중

(태아발육지연)

미량영양소 289
임신기 미량영양소 섭취 

(선진국)
체계적인 분석

다량영양소

327
임신기 열량, 다량영양소 섭취 

(선진국)
체계적인 분석

353
모체의 복합적인 다량영양소 

보충 (선진국)
임신결과

식이

101
식이

생체활동 
모성(태아)

52 임신기의 식이와 라이프스타일 혼합 효과 발생

253 식이와 생활방식 중재 임신 중 체중 증가와 임신결과

221 생강 임신성 오심과 구토

233 생강 초기 임신의 오심과 구토

33
임산부들의 육체적 활동 및 

식이개입 

과체중 임산부의 결과 및 효과

(임산부 체중증가 감소, 산후  

체중 증가 감소)

프로게스테론 

보충식품
516 프로게스테론 보충식품

유산경험이 있는 임산부의 상태

(프로게스테론의 효과 있음)

○ 제형개발에 응용 가능한 두 가지 식품 관련 메타분석 논문 선정 및 분석 

- 이 중 식품 category 내에서 제품에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생선유와 probiotics

관련 메타분석 논문을 선정하였음

- 생선유와 임신, 수유 관련 메타분석 논문 6개 중 <The effect of maternal omega-3(n-3)

LCPUFA supplementation during pregnancy on early childhood cognitive and visual

develop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2013>과 

<Probiotics supplementation during pregnancy or infancy for the prevention of atopic

dermatitis, 2012>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두 개 논문 출판년도 이후의 관련논문을 추가 검색하

여 실질적인 메타분석에 사용하기로 함

▶ The effect of maternal omega-3(n-3) LCPUFA supplementation during pregnancy on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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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hood cognitive and visual develop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oized controlled trials. (2013)

- 논문의 참고문헌 분석 결과 총 59개의 참고문헌 중 실제 메타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논문을 선

정하고, 이 논문이 출판된 2013년 이후 관련논문을 추가 검색

▶ Probiotics supplementation during pregnancy or infancy for the prevention of Atopic

Dermatitis. (2012)

- 논문의 참고문헌 분석 결과 총 68개 참고문헌 중 실제 메타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논문을 선정

하고, 이 논문이 출판된 2012년 이후 관련논문을 추가 검색함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메타분석 논문 생선유 관련 메타분석 논문

- 검색된 논문은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문헌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논문의 제목과 

초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본문을 검토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수집된 연구 

논문 중에서 실험논문 중에 다음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따른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시

행함

ⅰ. 대조군이 있는 실험연구

ⅱ. 임신부를 대상으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한 연구

ⅲ. 서술 통계치와 추론통계치가 사용가능한 연구

○ STATA를 활용한 메타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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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메타분석은 체계적 고찰의 틀 안에서 수행되는 연구결과 결합방법론이라 할 수 있음. 메

타분석이라는 용어는 글자 뜻 그대로(meta는 그리스어로 after, beyond, with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연구한 여러 연구의 분석결과들을 분석하는 것(analysis of analyses)

을 의미하며, 따라서 메타분석은 특정 중재와 관련해 기존에 출판되었거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모든 연구결과들을 융합하고자 하는 통계적인 연구방법론을 의미함. 메타분석은 대규모 연구들뿐

만 아니라, 사용된 연구방법,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요

인들 등에 있어서 변동을 보이는, 소규모로 진행된 연구들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임

- 목적: 메타분석은 활용 가능한 연구들의 장점 및 제한점들에 기초하면서 객관적인 결론을 유도

하고자 하는 것임. 즉, 유사한 결과를 보기 위해 유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처리를 사용한 

유사한 연구들의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가능한 한 최대의 통계적 검정력(power)과 정밀성

(precision)을 확보한 상태에서 해당 처리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부용 제품 개발을 위하여 임산부 및 수유부를 대상으

로 유사한 처리를 사용한 유사한 연구들의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필요 영양소의 추정 및 확인 하

고자 하였음

- 메타분석에서는 각 연구들이 원래 추구했던 임상실험들에 대한 결론을 구하기 위해 2개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연구결과(주로 처리 간 평균 차이 및 해당 신뢰구간)들을 특정 방법, 즉, 가

중평균방법을 사용해 결합하며, 이때 가중치로는 각 연구들의 표본 크기(sample size), 정밀성

(precision, 예를 들면 처리 간 평균 차이에 대한 표준오차), 또는 각 연구의 질(study quality) 등

이 주로 사용됨. 하지만 메타분석의 핵심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얼마나 최대한 그리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찾아내서 요약했는가에 있음

- 방법: 메타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들로는 

코크란 협력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RevMan (Review Manager, Version 5.0) 프로그램, 유료이

면서 메타분석 전문 프로그램인 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Version 5.0), 그리고 상

용 통계분석 전문 소프트웨어이면서 고급화된 메타분석 수행이 가능한 STATA (Version 10.0) 등

을 들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용 통계분석이 가능한 STATA를 사용하여 메타분석을 진행

하였음. STATA 프로그램은 일반 통계 프로그램 중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인 동시에 메타분석이 가장 손쉽게 수행되는 통계패키지이며, 가장 큰 장점

은 호환성이 뛰어나고 인터넷을 통해 웹상의 데이터를 공유하며 수시로 추가되는 새로운 기능 및 

명령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STATA 실행 명령문의 각 

효과크기별 입력변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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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치가 부여된 평균효과크기 계산

- 집단 간 표준화된 평균차이로 계산된 효과크기

Cohen's d 고정효과모형: metan n1M1SD1n2M2SD2, cohen fixedi

Hedges's g 무선효과모형: metan n1M1SD1n2M2SD2, hedges randomi

- 상관계수로 계산된 효과크기

Fisher's z 무선효과모형: metan Zr se, randomi

- 이분형 변수를 사용하여 2×2 교차표로 제시된 값으로 계산된 효과크기(개별 연구의 효과크기)

Relative Risk Ratio 고정효과모형: metan E1NE1E2NE2, RR fixedi

Odds Ratio 무선효과모형: metan E1NE1E2NE2, or

* 고정효과 가중회귀 메타분석 및 무선효과 메타 회귀분석

- 고정효과 가중회귀 메타분석: vwls 효과크기 X1X2X3, sd(표준오차값)

- 무선효과 메타 회귀분석: metareg 효과크기 X1X2X3, wsse(표준오차값) 혹은 wsvar(분산값)

* 이질성 검증을 위한 그래프분석

- metafunnel 효과크기 표준오차
* 출판 편의의 진단을 위한 통계적 검정과 그래프

- metabias 효과크기 표준오차, egger graph

표 3. STATA 실행 명령문의 각 효과크기별 입력변수

효과크기 형태 자료 형태 입력변수 수 입력변수

Cohen's d

Hedges's g

독립변수(IV):

이분형

종속변수(DV):

연속형

6

집단1의 총 표본수

집단1의 평균

집단1의 표준편차

집단2의 총 표본수

집단2의 평균

집단2의 표준편차

Fisher's z
IV: 연속형

DV: 연속형
2

효과크기

표준오차(효과크기 분산의 제곱근)

Risk Ratio

Odds Ratio

IV: 이분형

DV: 이분형
4

실험집단의 사건발생한 표본수

실험집단의 사건발생하지 않은 표본수

통제집단의 사건발생한 표본수

통제집단의 사건발생하지 않은 표본수

- 절차 : 메타분석의 절차는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의 기본적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음. 즉, 구체적

인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고,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결과

를 보고함.. 다만 메타분석은 이미 수행된 선행연구물을 수집하여 각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결과 

값으로 표본 자료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일반 연구와 구별됨. 메타분석의 연구문제는 두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 혹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다루며, 종합하는 연구변수 간의 관련으로 가설을 선정

한 다음에는 가설에 부합되는 연구물들을 수집하는데, 이렇게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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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각 연구에서 얻은 정보를 공통의 표준화된 단위인 효과크기로 환산함. 이때 각 연구의 특

징도 개별 효과크기와 함께 정리하는데 즉, 연구 설계와 변수의 측정방법 및 도구 등을 정리하고 

연구물의 특성을 일정한 양식으로 양화된 수치로 코딩함. 메타분석의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진행되는 메타분석은 아래와 같은 다섯 단계에 걸쳐 수행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개념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코크란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고 있는 아래

의 PICO 기준에 기초한 핵심질문을 설정하여, 임산부 및 수유부를 위한 영양 제품 개발을 목적

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분석을 주제로 명확히 하였음. 이와 더불어 혹시 본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연구의 수가 너무 많아 메타분석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는 아닌지, 그리고 연구 간에 임상

적, 방법론적 이질성(heterogeneity)이 너무 심해 이 연구결과들을 결합하는 것이 혹시 무의미한 

작업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여 연구주제를 설정하였음

- 그 다음으로 본 연구주제에 합당한 모든 적절한 연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 선정

기준을 자세히 정의하였음. 여기에는 주로 연구 설계의 형태, 환자군의 특성, 자료의 출판형태, 사

용된 언어, 그리고 연구기간 등이 포함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RCT로 한정하는 게 아닌 코호트 

연구 등 관찰연구를 포함시켰으며, 임산부 및 수유부의 의학적 상태 여부를 살피고, 초록에 출판

된 자료를 포함시켰으며, 어느 기간 동안에 수행된 연구들로 한정하는 게 아닌 모든 기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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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메타분석 대상은 무작위 이중눈가림 임상시험들인데, 이는 무작위 

할당(random allocation)이 이루어져야만 bias가 최소화되거나 집단 간에 bias의 균형이 이루어져

서 예후에 대한 비교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임. 포함기준은 본 연구의 주 연구주제에 관한 결

론을 내릴 수 있게끔 구성하도록 하였음. 포함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메타분석 결과에 막대

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를 지나치게 넓게(진보적으로) 설정하게 되면(예를 들어 비 무작위 

임상시험이나 관찰연구 등을 포함시키면) 보다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긴 하지만 좀 더 주

관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있고, 연구들 간의 이질성 또한 커져서 메타분석 결과의 신뢰

성이 낮아지게 될 수 있음. 반면에 이를 너무 좁게(보수적으로) 설정하면 해당 연구는 제한된 형

태의 일부집단 분석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주제에 관한 필요 영양소를 찾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들을 가능한 한 많

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설정된 포함기준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모두 찾아내도록 하였음. 전자 

데이터베이스 탐색 시에는 포함기준을 만족시키는 출판논문들을 빠트리지 않기 위해 2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통시에 탐색하였으며, 이때 keyword는 pregnant(또는 pregnancy)와 meta

analysis로 설정하여 이들이 포함된 연구들을 모두 찾아내었음.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쓴 논문

들 역시 반드시 찾아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도 실시하였으며, 중복 게재된 논문이나 이

전에 발표된 자료를 확대 혹은 축소 재생산한 논문들이 중복 계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검색하였

음 

그 다음으로 저자, 출판년도, 국가, study-design, 참여자수, 평균연령 또는 연령범위, OR 또는 

RR(95% CI), 비교군(예를 들어, 섭귀군과 비섭취군), 진단기준, STROBE 점수(문헌 질 평가 기준),

적용 변수(연령, 교육수준, 신체활동, 흡연, 알콜, BMI 등) 등의 수집한 raw data를 기반으로 준비

된 아래의 양식지를 사용해 메타분석을 진행하였음. 물론 연구들 간의 특성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러한 자료결합이 무의미한 경우에는 최종 선정된 각 연구결과들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메타

분석을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자료들을 적절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 하

나의, 대표적인, 최선의 추정치 및 신뢰구간으로 요약 할 수 있음

plasma and serum_RR
bottom

vs. top

Study Year
Coun

try

Study_

type
Sex

Group

_ab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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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ssess rr ll ul

- 위의 양식에 맞춰 정리된 raw data를 이용해 적절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 연구결과들을 결합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메타분석에서 각 연구의 효과 차이들을 결합할 때 사용하는 주 개념은 

각 연구의 표본 수 크기에 근거한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것으로, 즉, 소규모 연구는 대규모 연구에 

비해 우연한 차이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결합 시 대규모 연구에 상대적으로 더 많

은 가중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본 연구에서는 변량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이 사용

되는데, 이 통계모형은 각 연구들이 보고자 했던 실제 처리효과가 각각 다르다고 가정하는 모형

임. 이는 곧 각 연구 설계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메타분석에 포함되는 

연구들이 모두 동일한 처리효과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 즉, 각 연구들은 어떤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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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처리효과(true average treatment effect)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주로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모

집단 내 연구들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연구들이라고 간주하고, 따라서 각 연구의 처리효과들 간

에 관찰되는 변동은 표본추출변동(sampling variation, within-study variation, random variation)

과 각 연구들 간의 변동(between-study variation)이 함께 표현된 것이라고 가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의 변량효과모형 메타분석에서는 자료결합 시 이 연구들 간의 변동과 각 연구 내의 

무작위 변동을 동시에 고려한 가중치를 사용하였음. 만일 연구들 간에 이질성이 전혀 없다면 변

량효과모형은 고정효과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연구들 간에 이질성이 존재하므로 변량

효과모형은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연구들 간에 더 많은 변동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합추정치에 대

해서 더 넓은 신뢰구간을 제공함. 또한 변량효과모형은 자료결합 시,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소규

모 연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며, 사실 연구들 간의 변동을 인정하는 변량효과

모형은 메타분석에 포함되는 연구들이 어떤 가상적인 연구들로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연구들이라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관점은 개념적으

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제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통계적인 개념이 되었음 

따라서 연구결과들 간에 나타난 이질성 정도가 단순히 해당 연구들의 특성(즉, 무작위 변동) 때문

인 것으로만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면 이처럼 변량효과모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변

량효과모형을 사용해 결합추정치를 계산하는 통계적 방법으로는 가중최소제곱 추정법(weighted

least squares estimation method, WLS), 비가중최소제곱 추정법(unweighted least squared

estimation method, UWLS), 최대가능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ML), 제

한최대가능도 추정법(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REML) 등이 있음. 이중 

WLS 추정법이 결과의 안정성이나 계산상의 간편성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며,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아래의 WLS 계산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음

- 연구들 간의 이질성 존재 여부에 관한 검정을 실시

* 이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cochran의 Q-검정을 실시하는 방법

과 Higgins의 I2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Cochran의 Q-검정으로 실시함.

* 귀무가설: k개의 실제 OR들은 모두 동일한 값

* 검정통계량:
 



 

* 여기서 Wi는 고정효과모형에서 계산된 i번째 연구의 가중치를, ORi는 i번째 연구에서 관찰

된 OR값을, 그리고 ORF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해 얻어진 OR에 대한 결합추정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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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메타 분석 활용에 사용된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논문 자료 정리 및 가중최소제곱 추정법(WLS) 결과 

plasma and serum_RR

Study Year Country
Study_typ

e
Sex

Group_a

b
Outcome Design Assess

Kalliomä

ki
2001 Finland trial

mother,

infant
NPC

clinicians / study

outcome assessors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atopic

dermatitis

Kristin

Wickens
2008

New

Zealand
trial

mother,

infant
NPC

clinicians / study

outcome assessors

2-center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atopic

dermatitis

Boyle 2011 Australia trial
mother,

infant
NPC

clinicians / study

outcome assessors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topic

dermatitis

Dotterud 2010 Norway trial
mother,

infant
NPC

clinicians / study

outcome assessors

double-blind randomized

trial

atopic

dermatitis

Niers 2009
Netherland

s
trial

mother,

infant
NPC

clinicians / study

outcome assessors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atopic

dermatitis

Talor AL 2007 Australia trial
mother,

infant
NPC AD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atopic

dermatitis

West CE 2009 Sweden trial
mother,

infant
NPC AD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atopic

dermatitis

Kim HY 2009
South

Korea
trial

mother,

infant
NPC AD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atopic

dermatitis

Kukkone

n
2007 Finland trial

mother,

infant
NPC AD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atopic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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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bottom vs. top

rr ll ul logrr logll logul selogrr _LCI _UCI _WT

0.51 0.32 0.84 -0.67334457 -1.1394343 -0.17435342 0.24619863 0.32 0.84 11.6869

0.72 0.5 1.02 -0.32850403 -0.69314718 0.01980261 0.18187829 0.50 1.02 11.6869

0.77 0.54 1.1 -0.26136479 -0.6161861 0.0953102 0.18150749 0.54 1.10 10.40481

0.61 0.41 0.91 -0.4942963 -0.89159813 -0.9431065 0.2033934 0.41 0.91 12.40895

0.79 0.57 1.08 -0.23572231 -0.56211893 0.07696108 0.16303361 0.57 1.08 12.04064

1.10 0.77 1.58 0.0953102 -0.26136479 0.45742487 0.18336808 0.77 1.58 5.564811

0.49 0.24 1.02 -0.71334987 -1.4271164 0.01980261 0.36911877 0.24 1.02 5.950297

0.58 0.34 0.97 -0.5447272 -1.0788097 -0.03045918 0.26744126 0.34 0.97 8.588135

0.81 0.66 0.99 -0.21072103 -0.4155154 -0.01005033 0.10343687 0.66 0.99 21.6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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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간 변동에 관한 추정치를 계산

 max





 



 
  






  




   



* 각 연구에 대한 변량효과모형의 가중치를 계산







 



* ln(OR)에 관한 결합추정치(pooled estimate)를 구함

ln   


  







  




ln 

* ln(OR) 결합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E)를 구함


 

 








* OR에 관한 결합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위 ④의 ln(OR) 결합추정치를 역-로그 변환


  

ln   

* 결합추정치 ORpooled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해 위 결과를 이용

   
ln  ±  

위 계산 시 각 연구의 실제 OR값들은 서로 다르다는 필요 가정이 있으며, 관찰된 OR값들이 서

로 다른 이유는 각 연구 내 표본추출 변동뿐만 아니라 연구 간 변동 즉 연구 간 이질성 때문임

- 위의 메타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제시하는 방법 중 아래와 같은 숲 그림(forest plot)이 많이 사

용되는데, 이는 각 연구들의 처리효과에 대한 추정치들 및 해당 신뢰구간, 그리고 메타분석 결과

로 얻어진 결합추정치와 그 신뢰구간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마치 나무들이 모여 있

는 숲처럼 보인다고 해서 forest plot이라는 명칭이 붙었음. 본 연구에서 진행한 임산부 대상 메타

분석의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관련 forest plot은 아래 그림과 같음

- 이 forest plot을 보면 Kristin Wickens, Boyle, Niers, Talor AL, West CE 연구결과들은 두 군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분석 결과는 0.71(0.61, 0.81)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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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음. 이는 임신부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적정량 섭취하면 태아가 

아토피 걸릴 확률이 30%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와 아토피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

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 이유는 메타분석을 통해 전체 표본수가 커졌기 때문에 두 군 간 차이

를 탐지해 낼 수 있는 통계적 검정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한편 가중치의 크기를 볼 때 9개 논

문들 중 한 개의 연구(Talor AL)가 전체 가중치의 79%를 크게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그림. 1 임산부 대상 메타분석의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관련 forest plot

- 그런데 문헌탐색 단계에서 key word 검색 시 누락된 논문이 하나 발견되었으며 이는 

‘probiotics for prevention of atopic disease in infant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주

제로 2015년 발표된 review 논문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결과와 동일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문

헌 탐색 시 probiotics, pregnancy, atopic을 key word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최근 재검색된 

이 논문은 주제에 pregnancy key word가 해당되지 않아 누락된 것으로 사료됨. 이처럼 메타분석

은 전문적인 문헌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적절한 연구들이 파악되지 못할 수 있음. 그런

데 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메타분석 결과가 잘 수행된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와 다른 

경우도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헌탐색을 거친 메타분석 연구들이 서로 모순된 결과를 

보이거나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펼친 경우 등이 발견되기도 함. 바로 이러한 불일치들로 인해 메

타분석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도 함  

- 따라서 추후 메타분석 계획 시 연구자들이 메타분석의 연구방향 및 연구방법을 정확히 설정하

고, 선택된 각 연구의 특성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사용된 가정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메타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bias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들 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면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들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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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 2차년도 (2017년도)

가. 제형 결정에 따른 컨셉 수립 및 포뮬러 개발

(1) 임신 시기 및 수유 시기 별 고려해야 할 영양소 선정

○ 임신부의 시기별 고려해야 할 영양소

▶ 임신 초기(1주~12주)

임신초기, 특히 입덧이 있는 시기에는 기초대사량도 임신전보다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총 섭취량의 증가는 권장하지 않음 

태아의 세포 분열 및 기관 형성과 태아의 골격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임신 초기부터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의 섭취가 필요함. 또한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

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엽산은 DNA를 합성하고 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달시키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으므로 엽산 섭취를 주의해야함

▶ 임신 중기(13주~28주)

임신 중기는 입덧으로 인한 경구섭취 어려움도 호전되고 임신에 따른 변화에 익숙해지는 시기

로서 중기 이후부터는 임신초기에 비해 1일 340 kcal 내외의 추가 열량 섭취가 권장되므로, 섭취

량 증가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임신 중기 이후부터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함께 칼슘과 철분의 섭취가 중요시되는 시기임.

임신부의 칼슘 섭취가 낮으면 태아의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체에 축적된 칼슘이 사용되므

로 칼슘의 부적절한 섭취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임신 중 태반의 형성이나 태

아와 모체의 헤모글로빈 생성 또는 분만 시의 출혈 등으로 인해 다량의 철분이 필요하며, 우리나

라 여성에서 철 결핍성 빈도가 높은 편이므로 충분한 철분 섭취가 권장됨

▶ 임신 말기(29주~출산)

임신 후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영양소 필요량이 더욱 증가하여 임신 전에 비해 1일 450 kcal 내

외의 추가 열량 섭취를 권장함. 다만 태아의 성장에 따른 복부압박으로 생기는 조기 포만감으로 

인해 한 번에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워 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1일 3회의 식사 외에 오전,

오후, 야식 등을 통해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또한 체중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

으므로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변비를 막기 위해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것이 좋으며 

thiamin은 임신 말기에 많이 요구되어 하루에 0.1 mg에서 0.9 mg까지 필요함. 한편 필수 지방산

인 linoleic acid와 alpha-linoleic acid, 그리고 이의 부산물인 arachidonic acid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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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osahexaenoic acid (DHA)는 반드시 섭취되어야 하는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는 새로운 조직의 

형성에 필수적임 

즉 태아의 신경발달이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것이 많은 음식을 반드시 섭취하여야 함.

특히 태아의 뇌 발달은 임신 제3분기에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이때에 적절한 필수 지방산의 보충

이 중요함. 한편 임신 8개월 이후에는 부종, 단백뇨, 고혈압 등의 문제가 동반된 말기 임신 중독

증(toxemia of pregnancy)이 나타날 수 있음. 이 경우 부종에 의한 수분 축적, 혈압 상승의 우려

를 고려하여 과잉의 염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함 

○ 수유 시기별 고려해야 할 영양소 

수유여성의 영양필요량은 모유 생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됨. 모유분비가 자리 잡게 되는 수유 4-6

개월에는 매일 750-800 mL가 분비되며 이후 유아에게 이유 보충식이 주어지면 모유분비량은 점

차 감소함. 모유생성을 위해 수유기에 추가로 요구되는 영양소의 양은 비타민 D, 엽산 그리고 철

을 제외하고는 임신기에 추가로 요구되는 양보다 많으며 특히 에너지와 단백질 증가량이 큼

▶ 에너지 

권장섭취량보다 적은 에너지를 섭취 할 경우, 유즙 생성이 위축됨. 수유부의 추가 에너지는 320

Kcal/일로 환산함. 19세~29세의 여성의 경우 권장섭취량이 2,100 Kcal/일 이므로, 19세~29세에 있

는 수유부에게 권장되는 에너지는 2,420 Kcal/일 임. 30세~49세의 여성의 경우 권장섭취량이 

1,900 Kcal/일 이므로, 30세~40세 수유부에게 권장되는 에너지는 2,220 Kcal/일이 권장됨

▶ 단백질

모유에는 비단백질 질소 함량이 높아 모유 내 총 질소의 20~27% 차지함. 또한, 모유를 통해 영아

에게로 전해지는 단백질 함유량 또한 중요함. 수유부의 단백질 섭취량이 불량할 경우 모유를 통

한 영아의 단백질 섭취량이 감소 될 뿐 아니라, 수유부 자신의 근육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

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함. 수유부의 단백질 추가 권장량은 25 g/일 임. 19세~29세의 여성

의 수유부의 경우 기존의 권장섭취량은 50 g/일 이므로 75 g/일을 권장 섭취량으로 정함. 30

세~49세의 여성의 수유부의 경우 기존의 권장섭취량은 45 g/일 이므로 70 g/일을 권장 섭취량으

로 정함

▶ 지질

수유부의 식이 중 불포화지방산인 필수지방산이 부족하면 유즙 분비에 지장을 주며, 동시에 영아

의 성장발육에 영향을 끼침. 수유부의 식이 중 지방산은 유즙의 지방산 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영아의 지용성 비타민 (Vit. A, D, E, K)의 섭취를 용이하게 하므로, 양질의 지방산 섭취

는 수유부에게 매우 중요함. 지방의 섭취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조성으로 하는 것이 좋고, 총 

섭취량은 섭취 에너지의 15~25%정도로 함. 특히, 필수지방산 중 리놀렌산 (linoleic acid)는 전체 

열량 중 1~2 %로 섭취하도록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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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

수유기간 중 모유 생성을 위해 칼슘 요구량이 증가함. 칼슘은 영아의 치아와 뼈의 발육에 필수적

이며, 수유부의 산후 뼈와 치아 건강에도 필수적임. 칼슘은 성숙모유의 칼슘 함량은 평균 28

mg/100 mL이나 수유 후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감소함. 모체의 칼슘 섭취량이 모유의 칼슘 함량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경우 모

체의 골격으로부터 칼슘이 동원되어 모유생성에 사용 되는 경향이 있어서 골다공증 유발이 우려

됨. 수유부의 칼슘 추가권장량은 370 mg/일로 정함

▶ 엽산

임신기간 중에도 모유생성을 위해 엽산 필요량이 증가하는 수유기는 모체의 엽산영양상태가 취약

해지기 쉬움. 모유는 성장속도가 빠른 영아기에 적어도 6개월 동안 엽산의 유일한 공급원이므로 

모유의 엽산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영아의 성장에 중요함. 특히 엽산은 영아 및 모체의 

DNA 합성에 관여하며 결핍 될 경우 거대적아구성빈혈 또는 신경관 손상을 초래 할 수 있음. 수

유부의 엽산 추가권장량은 150 ㎍DFE/일 임. 일반적인 19세~50세 여성의 엽산 권장섭취량이 400

㎍DFE/일 인 것을 생각했을 때, 수유부의 권장섭취량은 550 ㎍DFE/일로 정함

▶ 수분

모유는 약 87%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 수유기 모체의 수분요구량은 증가함. 수유부의 수분요구량

은 기후, 체격, 모유생성, 기타 요인 등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 기본적으로 수유기 수분의 

추가 권장섭취량은 비수유기 여성에 비해 700 mL/일로 추산하고 있음

(2) 제형결정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 제품의 제형을 결정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의 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기능식품공전의 12

개 제형으로 구분되어 있음 (액상, 시럽, 페이스트, 겔, 젤리, 과립, 분말, 바 등의 형태가 있음)

< 액상(liquid)과 시럽(syrup) 제형 >

식약청 고시 

· 액상(liquid) : 유동성이 있는 액체상태의 것 또는 액체상태의 것을 그대로 농축한 것

· 시럽(syrup) : 점성이 약한 유동성의 반 액상

· 특징: 원재료 추출물 및 가루형태의 소재를 액상제형으로 개발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가루 

형태로 되어 있던 제품들이 액상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액상제품은 원물 그대로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으며 분말로 인한 뭉칠 염려가 없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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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물에 부어 바로 마시는 액상커피

예) 차가운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존 분말 타입 티의 불

편함을 보완한 캡슐 타입으로 즉석용 잼과 같은 형태로 

금방 녹고 침전물을 없앤 티

예) 기존 정제나 캡슐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을 겨냥해 

쉽게 휴대하고 복용할 수 있는 짜먹는 형태의 시럽제형

으로 흡수가 빠름

< 겔, 젤리 및 페이스트 제형 >

식약청 고시

· 페이스트상(paste) : 점성이 강한 유동성의 반 고체상

· 겔(gel) : 겔화제를 첨가해 만든 유동성이 있는 고체상

· 젤리(jelly) : 겔화제를 첨가해 만든 유동성이 없는 고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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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액상과 시럽제형에 겔화제를 첨가하여 유동성에 변화를 준 제형으로 액상과 시럽에 비

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개발이 가능함. 식품에 얇게 발라 타 토핑들과 함께 섭취 할 수 있는 스

프레드 형태가 가능함. 최근 수입과자 열풍을 타고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젤리는 트렌드

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 소비량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년 화이트데이 젤리 매출 

신장률이 캔디의 10배에 해당된다고 보고 됨

예) 기존 고체 젤리를 대신해 100% 과즙을 이용한 젤리로 어린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모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젤리로 

돌림 마개가 달린 치어팩(cheer pack) 형태로 제작해 휴대성을 

높였음  

또한 파우치 형태 그대로 냉동실에 얼려서 슬러쉬처럼 마실 수 

있으며, 가격 대비 많은 양의 젤리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기

존의 130 ml보다 40 ml 더 늘려 170 ml 용량으로 출시되었음 

< 분말(powder) 제형 >

식약청 고시

· 과립(granule) : 입상(粒狀)으로 만든 것

· 분말(powder) : 입자의 크기가 과립제품보다 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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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액체에 혼합하여 섭취하거나, 간단한 조리과정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

며, 분말 및 과립형태는 수분함량이 적어 타 제형에 비해 유통기한이 길어 섭취 및 보관이 편

리함 

예) 한때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사과, 바나나를 삶고 

갈아서 만드는 해독 주스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꾸준하게 만들어 먹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야채분말이 판매되고 있음

< 바(bar)제형 >

식약청 고시

· 바(bar) : 막대형태의 것

특징: 한 손에 잡기 쉬운 막대 형태이며 휴대가 간편하고 간식 및 식사 대용의 형태로 사용하

기 용이함   

예) 대형포장 분말제형은 사용할 분량을 계량 시 저울을 사

용해야한다는 단점을 보완한 바(bar) 제형은 덩어리로 표현

하여 계량이 용이하며 조리 시 간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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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주 표시면 특징

와코도

마마스타일

엽산 캔디

임신 수유 중 필요한 영양소 첨가

엽산, B6, B12 첨가 

과일맛 캔디

임신 초 2개로 영양소 보충(18-29세)

임신 계획 중인 여성 1일 엽산 1000 ㎍

넘지 않도록 주의사항 권고

(3) 국내·외 임산부 ㆍ 수유부용 제품 제형

○ 국내 개발된 제품은 모유촉진 제품, 입덧 캔디, 분말 형태의 선식 및 tea, 코코아 제품, 식이섬

유 과·채 주스류, 엽산 강조 젤리, 영양소 강화 두유류 제품  등으로 다양하지 않지만 일부 업체

에서 꾸준히 출시되고 있으며, 해당 유형 이외에도 주로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캡슐,

타블렛 영양제 형태로 개발되어 있음

○ 일본 임산부, 수유부 제품 시장 조사 결과 영양소를 조정한 임신부용 차류 제품이 많이 출시

되어 있었음. 디카페인 커피류 (분말타입), 디카페인 차류(밀크티, 홍차, 녹차 티백 및 분말), 영양

소 강화 액상 음료(후르츠 믹스 음료)와 그 외, 영양소 조정 과자류(쿠키 및 웨하스), 영양소 강화 

캔디 및 젤리, 영양제타입 타블렛 및 알약 등의 제형으로 출시 판매되고 있었음

표 5. 일본 임산부 수유부 제품 시장조사 결과  < 캔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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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코도

마마스타일

엽산, 철

임신 수유 중 필요한 영양소 첨가

엽산, 철, B6, B12 첨가 

과일맛 캔디

임신 초 2개로 영양소 보충(18-29세,

30~49세로 구분)

임신 계획 중인 여성 1일 엽산 1000 ㎍

넘지 않도록 주의사항 권고

제품명 주 표시면 특징

치아시드 젤리

(구아바맛)

1회 120 g분량

열량 116 kcal

식이섬유 3.1 g 함유 

마시는 젤리

(사과 맛)

과즙 23%

1회 100 g분량

열량 70 kcal

마시는 젤리

(복숭아 맛)

과즙 17%

1회 100 g분량

열량 72 kcal

제품명 주 표시면 특징 제품명 주 표시면 특징

철분&칼슘

마일드

메이플맛

철분,

칼슘첨가

1개 20 kcal

칼슘 웨하스

바닐라맛
1개 27 kcal

< 젤리류 >

< 과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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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칼슘

마일드 코코아

철분,

칼슘첨가

1개 20 kcal

철분

웨하스

코코아맛

1개 28 kcal

1개 철분 하루 

권장량 1/2

크리스피

미니 초코

철분첨가

1개 20 kcal

크리스피

미니 버터

칼슘첨가

1개 20 kcal

제품명 주 표시면 특징 제품명 주 표시면 특징

탄포포

커피

출산, 수유

민들레 논 

카페인

디카페인

밀크티

홋카이도산 생크림

식물성유지, 덱스트린 유당,

탈지분유, 인스턴트 커피,

생크림, 카제인, 유화제,

캐러멜색소

오카상

말차

임신, 수유기 

무카페인, 말차8

엽산, 철, 칼슘 

등 

14종 미네랄,

비타민

우유, 유지방,

데스트린, 유청 

단백질, 자당 

디카페인

커피우유

홋카이도산 생크림

식물성유지, 덱스트린 유당,

탈지분유, 인스턴트 커피,

생크림, 카제인, 유화제,

캐러멜색소

오카상

밀크티

임신, 수유기 

무카페인 밀크티

엽산, 철, 칼슘 

등 

14종 미네랄,

비타민

우유,유지방,

데스트린, 유청 

단백질, 자당 등

루이보스티 

논카페인 음료

노인이나 어린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음

< 음료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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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상

카페오레

임신, 수유기 

무카페인 

카페오레

엽산, 철, 칼슘 

등 

14종 미네랄,

비타민

우유 주요 원료,

유지방, 데스트린  

유청 단백질,

자당 등

라즈베리 

티
여성을 위한 허브티

오카상

메이플

임신, 수유기 

무카페인 메이플 

엽산, 철, 칼슘 

등 

14종 미네랄,

비타민

밀크업

블랜드

수유기 허브티

카페인 無

sotsunyu

블랜드

(단유)

수유기 허브티

카페인 無

카페인리스 

밀크티

당류, 데스트린, 탈지분유,

카제인, 식물성유지, 분유,

구연산, 산도조절쩨, 유화제 

milk

through

블랜드

수유기 허브티

카페인 無

카페인리스 

레몬티

당류, 데스트린, 탈지분유,

카제인, 식물성유지, 분유,

구연산, 산도조절쩨, 유화제  

헬시 

루이보스 

티

루이보스 

(남아프리카공화

국)

철+타우린 

드링크
Fe플러스 타우린 음료

탄포포

커피

(논카페인

+엽산)

차 3 g에서 100

㎍ 엽산 섭취

후루츠믹스

철, 아연

하루 필요 철분, 아연 섭취

식이섬유즙 30%



- 160 -

탄포포

티

(논카페인

+엽산)

차 3 g에서 100

㎍엽산 섭취

사과 

철, 아연

하루 필요 철분, 아연 섭취

식이섬유즙 30%

디카페인

얼그레이

임신부, 수유부,

어린이

홍차 베르가못 

향료

오렌지

철, 아연

하루 필요 철분, 아연 섭취

식이섬유즙 30%

마마스타

일 

블랙커피

(카페인 

리스)

엽산, 철, 10종의 

식이섬유

비타민,

나이아신,

판토텐산, 칼슘

마마스타일

카페오레

(카페인 

리스)

엽산, 철, 10종의 식이섬유

비타민, 나이아신,

판토텐산, 칼슘

마마스타

일 

밀크티

(카페인

리스)

엽산, 철, 10종의 

식이섬유

비타민,

나이아신,

판토텐산, 칼슘

피죤

카페인리스

카페오레

식이섬유, 9종의 비타민,

칼슘, 엽산, 철

피죤

카페인리

스

밀크티

식이섬유, 9종의 

비타민, 칼슘,

엽산, 철    

○ 국내외 임신· 수유부 제품 시장조사 분석 결과 비스킷 또는 쿠키 제형과 후식용 캔디와 젤리 

제형, 액상형 음료 제형을 개발하는 것이 기존 시장에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임신부· 수유부를 위한 제품 개발

(1) 대상자의 섭식상태를 고려한 시기 구분

○ 임신부· 수유부 제품 개발 시 임신기 및 수유기를 단순히 기간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입덧 

현상이 나타나 식품 섭취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입덧기와 입덧 현상이 안정화 되어 체중 증가 

및 태아 발달이 활발한 입덧 안정기, 그리고 출산 후 모유 분비 및 수유기로 구분하여 필요 영양

소를 보충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각 시기별 특성에 따라 제형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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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별 고려사항 및 제형 확정 

○ 제품개발을 위한 식재료 선정 시 고려사항은 임신부, 수유부 필요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으며,

입덧을 안정화할 수 있고, 미용과 관련하여 체중 조절을 위해 Low GI (Glycemic Index 55 이하),

탈모 예방 및 피부 미용효과가 있는 식재료를 Screening 한 후 입덧기, 입덧안정기, 수유기 제품

으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고려사항에 따라 제형을 확정하였음

* 입덧기 : 입덧 진정 효과가 있는 유기산 함량이 높으며, 입덧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당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제형의 디저트류, 젤리류, 캔디류 

* 입덧안정기 : 임신 후반기에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으며, 변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이

섬유소가 풍부하고, 임신 중독증, 부종에 의한 수분 축적 및 혈압 상승의 우려를 고려하여 과잉의 

단순당 및 첨가당은 제한하고, 편리하게 섭취 할 수 있는 제형의 쿠키류로 결정하였으며, 다뇨 및 

빈뇨 현상을 고려하여 차류는 제한하기로 함 

* 수유기 : 출산 후 체중 조절을 감안하여 Low GI 식재료를 선정하고, 모유 생성 및 분비 촉진,

탈모 예방 및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를 함유한 식사대체 가능 제형의 쿠키류 및  

모유 수유에 따른 갈증 해소, 수분 공급, 부종 완화를 위한 음료류 

표 6. 시기별 고려사항 및 가능 제형 

(3) 원료 효능을 고려한 제형별 원료 결정  

○ 입덧기, 입덧 안정기, 수유기의 각 시기별 제형을 결정 후 제형에 따른 사용 가능 식품 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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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하여 시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체하거나 수정하면서 제품 원료로 선정함

표 7. 시기별 제형 컨셉 및 원료

(4) 각 제품의 최종 컨셉 확정

① 입덧 완화를 위한 생강함초 캔디

○ 임신부의 입덧은 음식섭취의 저하로 영양소 섭취상태와 임신기 체중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구토가 심할수록 임신부의 영양소 및 열량섭취량이 저조하였고 저체중아를 출산했다는 보고

가 있음. 오랫동안 음료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탈수 증상을 보이는 경우 혈관 내 수액요법을 시행

해야하며, 케톤증이나 장기간 구토가 있는 경우 포도당과 비타민, 특히 티아민 보충이 필요하며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는 과학적인 증거가 제한적이나, 임신 중 구역과 구토 시 생강 치료는 효과

가 있으며 비약제적 치료중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음(Kim & Kim 2009)

○ 생강(Zingiber officinale Roscoe)은 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열대아시아가 원산지

이며 생강의 매운맛은 소화흡수와 위액의 분비를 왕성하게 하며, 살균작용에 효과적으로 세계적

으로 사용되는 향신료뿐만 아니라 약리적 효능도 인정되어 소화불량 등의 소화보조제, 오심, 감기 

한풍, 복통, 요통, 설사, 독초 또는 생선독 해독 등의 치료제 및 살균제로도 이용되고 있음(Kwak

JS 2008; Kim & Chun 2001)

○ 함초(Salicornia herbacea L.)는 명아주과에 속하는 일년초 식물로 우리나라 섬지방의 해안이나 

갯벌 그리고 염전 주위에 무리지어 자생하는 염초(鹽草)로 퉁퉁하고 마디마디 튀어나온 풀이라하

여 ‘퉁퉁마디’라하고, 일본에서는 몹시 희귀하고 신령스러운 풀이라 하여 신초(神草)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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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K 2001). 국내에서는 주로 소금 대체제로서의 사용되거나 연구가 진행 중임

○ 생강함초캔디는 감미료에 소금 첨가 시 단맛의 상승효과(Chung & Kim 1996)와 생강의 임신

부 입덧 완화, 그리고 계속된 구역과 구토로 인해 부족할 수 있는 당과 염을 채워줄 수 있는 제

품으로 개발하였음

○ 입덧완화 생강함초캔디 제조 

- 생강즙 제조 : 세척하고 껍질 벗긴 생강 1 kg을 물 1 kg과 함께 분쇄기(HMF-3100S, Hanil,

Seoul, Korea)에 분쇄하여 육질과 즙을 분리한다. 원료 생강즙은 6시간 동안 냉장고에서 보관하여 

전분을 제거 후 brix 1.2%의 생강즙을 중불에 끓여 brix 4%의 생강즙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였음

- 캔디 제조 방법: 도라지 캔디(Lee 등 2001)와 결정형 캔디(Lee 등 2006)제조방법을 참고하여 

예비실험을 거쳐, 생강즙첨가 캔디의 카라멜화 현상이 더 빨리 나타나는 특성과 성형 가능한 온

도를 고려하여 130℃를 최종 온도로 설정하였음. 설탕, 소금, 함초, 물엿(맥아당 55%)에 생강즙과 

물을 넣어 혼합한 후 서서히 가열하여 디지털 온도계로 최종온도 130℃까지 도달하면 성형 틀에 

주입, 성형 및 냉각

- 생강함초캔디의 배합비는 예비실험을 거쳐 성형 가능한 최대의 함초량을 설정하고 그 외 짠맛

은 소금의 양으로 대치하여 소금 0.5∼3 g, 생강즙 2∼14 g으로 설정하였으며 생강즙과 물의 총합

은 16 g으로 설정하였음

표 8. 입덧 완화 생강함초캔디 배합비 

Sample

No.

Variable level ingredient

Ginger juice

(g)

water

(g)

Salt

(g)

Sugar

(g)

Starch

syrup

(g)

Salicornia herbacea L.

(g)

1 2 14 0.5

66.8 16 0.8

2 14 2 0.5

3 2 14 3

4 14 2 3

5 2 14 1.75

6 14 2 1.75

7 8 8 0.5

8 8 8 3

9 8 8 1.75

10 8 8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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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변활동 향상을 위한 다시마 쿠키

○ 입덧이 안정화 되면서 흔히 나타는 변비는 하복부에 가해지는 자궁 압력의 증가로 임신 후반

기에 더 많이 발생하나, 식이섬유소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서 완화시킬 수 있으며(Ahn HS

1995) 신체활동 저하나 식이섬유 섭취가 불충분하여 야기되는 1차적 유형의 변비는 약물치료법 

외에 식이섬유 보충과 같은 식사요법으로 증세를 완화할 수 있음(Na HJ & Kim YN 2000). 임산

부에게서 변비는 임신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 해도 산모에 따라서는 태아의 건강이나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음(Choi BS 등 2003)

○ 임신 후반기에 철분제 섭취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배변 활동 저하를 고려하여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해조류 중 다시마가 갖는 우수한 천연 생리활성물질을 활용하고, 충분한 영양소 보충 및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다시마 쿠키를 제조하고 함. 식품 원료 배합 시 임신 중독증, 부종에 의

한 수분 축적 및 혈압 상승의 우려를 고려하여 단순당 및 첨가당 사용은 가능한 최소화 하였음

○ 다시마(Laminaria longissima)는 갈조 식물군 중 다시마과에 속하며, 동의보감에는 ‘곤포’라 하

여 신체의 저항성을 높여주고,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하며, 고혈압, 동맥경화, 갑상선종, 신장염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건강장수식품으로 기록되어 

있음(Cho HS 등 2006). 건조 다시마의 일반 성분은 수분 12.3%, 지질 1.1%, 단백질 7.4%, 회분 

34%, 탄수화물 45.2%, 식이섬유가 27.6%로 우수한 수용성 식이섬유 소재로 육류의 소비가 많은 

현대 식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알칼리성 금속

이온을 풍성하게 함유하고 있는 훌륭한 무기질 급원임(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2000)

○ 다시마는 인체의 소화효소에 분해되지 않는 식이섬유인 알긴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알긴산은 갈조류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mannuronic acid와 glucuronic acid로 형성된 복

합 다당류임(Choi JH 등 1986). 다시마에 많이 함유된 수용성 섬유질은 불용성 섬유질에 비해 보

수력이 크고 겔 형성으로 점도가 높아지므로 포만감을 주고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Torsdottir I 등 1991) 다시마의 주성분인 alginic acid은 장내 세균 중 유해미생물의 증식

을 억제하고(Hidaka 등 1986) Bifidobaterium과 Lactobacillus와 같은 유익한 균의 증식을 촉진함

으로서 변비 예방 및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음(Kuda 등 1992)

○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유산균을 증식시켜 정장작용을 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에 

상당량 함유되어 있는데, 다시마는 이러한 식이 섬유소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Hikada H 등 1986) 임산부에게 추가로 권장하는 마그네슘, 요오드, 엽산, 철분 등이 풍부함 

○ 배변활동 향상을 위한 다시마 쿠키 제조

- 쿠키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반죽을 일정한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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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밀어 펴서 틀로 모양을 찍어 내거나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만드는 ‘찍는 쿠키’, 두 번째로 반

죽을 짤주머니에 채우고 짜 내어 굽는 ‘짜는 쿠키’, 세 번째로 반죽의 모양을 잡아서 냉동고에 굳

힌 뒤 잘라 만드는 ‘냉동 쿠키’가 있음

- 다시마 쿠키는 예비실험을 거쳐 냉동쿠키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제염 다시마 가루를 첨가한 

쿠키 반죽의 배합은 다시마 현미 쿠키 선행연구(Pyo SJ 등 2010)를 기반으로 예비실험을 거쳐 수

정 후 결정하였으며  표 23과 같은 재료와 분량으로 AACC method 10-53.01(AACC 1995)의 방법

을 참고하여 제조하였음

- 다시마쿠키 제조 방법: 계량된 버터를 핸드믹서기(Model HB-125, Sanshui Hop Shing Metal &

Plastic Manufactory Limited., Foshan, China)로 2단에서 1분간 부드럽게 한 후 설탕, 소금을 3회

에 걸쳐 나누어 넣고 4단에서 2분간, 달걀 노른자를 넣은 후 1분간 작동시켜 크림화했으며, 혼합

하는 동안  믹싱 볼에 붙은 쿠키 크림을 3차례에 걸쳐 긁어내 균일하게 함. 완성된 크림에 3회 

체에 내린 박력 밀가루와 베이킹파우더, 다시마 가루를 1단으로 10초 동안 가볍게 혼합하여 반죽

하고, 완성된 반죽을  40 mm× 40 mm× 300 mm Bar 모양의 쿠키 틀에 넣고 밀봉하여 -18℃에서 

24시간동안 냉동, 이 후 냉동된 반죽을 꺼내 40 mm × 40 mm× 7 mm로 균일하게 자른(10±

0.5g)후 베이킹 팬에 올리고 180℃로 예열해 둔 컨벡션 오븐(FDO-7102, Daeyoung Co., Anshan,

Korea)에서 14분간 구워냄. 구운 쿠키는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냉각 시킨 후 지퍼 백에 담아 포장

하고, 21~23℃에서 24시간 후에, 이를 시료로 하여 기계적 특성, 이화학적 검사 및 관능검사를 실

시하였음(Kim DS 등 2016)

표 9. 배변활동 향상을 위한 다시마 쿠키배합비

Sample

No.

Variable level ingredient

Factor

Flour (g)
Butter

(g)

Egg yolk

(g)

Baking

powder

(g)

Water

(g)

Salt

(g)
Seatangle

powder (g)
sugar (g)

1 2.00 30.00 98.00

50.00 20.00 0.5 10.00 0.5

2 10.00 30.00 90.00

3 2.00 70.00 98.00

4 10.00 70.00 90.00

5 2.00 50.00 98.00

6 10.00 50.00 90.00

7 6.00 30.00 94.00

8 6.00 70.00 94.00

9 6.00 50.00 94.00

10 6.00 50.00 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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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GI
(55
이
하)

리
놀
렌
산

피
부
효
과

영양소

입
덧
기

입
덧
안
정
기

수
유
기

vit
A
(μg
RE)

vit
C

(mg)

vit
B6

(mg)

티
아
민

(mg)

리
보
플
라
빈
(μg
RE)

나
이
아
신

(mg)

엽
산
(μg)

철
분

(mg)

아
연

(mg)

셀
레
늄

(mg)

1 호두 15 9.8 　 4 0 0.54　 0.24 0.09 2.7 0.8　 3.3 3.09　 　 　 　 ●　

2 렌틸콩 29 　 　 0 1.5 　 0.17 0.07　 1.06　 181 3.3 1.3 2.8　 　 　 ●

3 차조 　 2.8 　 0 0 -　 0.24 0.11　 4.3 -　 3 -　 -　 ● 　 　

4
검은콩

(서리태)
30　 8.4 ●　 0 0 0.54 0.34 0.22　 1.9 127 7.8 2.70 1.2　 ● 　 ●　

5 검은깨
(볶은것)

　 0.3 　 2 0 0.77 0.40 0.13　 5.2 1.40 10.9 10.25　 　 　 　 ●　

6 발아현미 56 　 　 0 0 0.62　 0.25 0.06　 1.2 20.00　 3.3 1.53　 　 　 　 　

7 수수 　 　 　 0 0 　 0.1 0.03　 3 28.5 2.4 0.68　 　 　 　 　

8 귀리 55 ● 0 0 0.12 0.20 0.07 1.1 31.00 381 0.98 ●

9 퀴노아 35 0 0 0.38 0.44 0.24 4.5 2.3

10 병아리콩 28 0.1 ●

③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맥주효모 및 두류 첨가 쿠키

○ 출산 후 수유 시기는 출산 이전 체중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간식을 자제하는 경향

을 보임. 슈퍼곡물 중 GI(Glycemic Index)가 55 이하이면서 철분제를 섭취하는 출산 후 여성의 

변비를 완화시키기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원료를 검토하였음 

○ 슈퍼곡물은 단백질·비타민·식이섬유 등 유익한 성분이 일반 쌀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슈퍼’라

는 타이틀이 붙여진 곡물들로 올바른 영양보충과 다이어트, 출산 후 모발 및 피부 미용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임

○ 출산 후 건강한 두피 유지와 모발생성, 임신 중 체중 증가로 튼살 개선 및 피부미용 생체활성

물질로 응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시장조사 제품에서 모유 생성 촉진을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된 

원료의 영양성분을 검토하고 원료를 선정하였음

표 10. 수유기 제품 검토 원료의 영양성분

○ 비오틴(Biotin)은 황을 함유한 수용성 비타민 B 복합체 중 하나로, 생체 내 대사 과정 중 카르

복실기를 제공하는 카르복실화 효소 및 탈탄산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하며 아미노산으로부터 에너

지 생성 및 deoxyribonucleic acid(DNA)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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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 용액과 산화제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반면, 뜨거운 물에 잘 용해되며 열과 광선 및 산에 

안정하고 조리과정 중 손실이 적은 게 특징임

○ 비오틴은 모든 식품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간, 콩팥, 난황, 콩류, 견과류, 효모 등에 다

량 함유되어 있는데, 체내 비오틴 결핍은 영아나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 저하, 성인의 경우 피

부염, 탈모증, 우울증 등을 가져올 수 있음

○ 비오틴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미국 및 캐나다의 충분섭취량

(Adequate intake, AI) 설정방법을 토대로 모유영양아의 자료로부터 AI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

으며, 이를 토대로 2015년 발표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

KDRIs)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모유 중 비오틴 함량에 근거하여 5-11 ㎍/일, 성인 및 임산부의 

경우 30 ㎍/일을 AI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유부의 경우 5 μg/일을 부가하여 설정하고 있음

○ 영유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은 난황, 과일, 치즈와 같은 다양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비오틴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경우 모유만을 통해 비오틴을 섭취하고 있어,

수유부의 비오틴 관련 식품 섭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Shin YW 등 2016, Chun

YM 등 2005). 그러나 수유부를 위한 식품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의 고식이섬

유 및 고비오틴 함유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식용 효모 첨가 수유부용 제형 개발은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렌틸은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100g당 소고기의 134g분의 단백질과 사과의 21배에 

달하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음. 또한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100ｇ기준 90 ㎉), 포만감

이 높아 식사대용 간식,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이용되며, 아연과 철분 함량도 다른 콩보다 높고,

비타민 B군과 엽산이 풍부함  

○ 귀리는 GI 지수가 다른 곡류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비타민 B군과 엽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임산부의 건강유지에 탁월한 곡물임.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 좋으

며,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은 현미에 2배임. 귀리의 GI지수가 다른 곡류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외

국에서 수유부를 위해 시판 되고 있는 제품에 귀리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이

는 귀리의 풍부한 식이섬유소 때문으로 생각되며, 총 식이섬유 함량은 13.2(‘중모’) ~ 20.6%(‘대양’)

이었으며, 수용성 식이섬유도 쌀귀리인 ‘대양’, ‘조양’ 품종이 4.0%로 가장 많았음. 베타글루칸 함

량은 3.4% ~ 4.1% 이었으며, ‘대양’(쌀귀리), ‘하이스피드’(겉귀리), ‘조풍’(겉귀리) 품종이 4.10,

4.09, 4.07% 로 가장 많았음(국내 육성 귀리 품종의 이화학적 특성 및 식이섬유 함량 분포 Korean

J. Breed. Sci. 48(1), 201646)

○ 병아리콩(Cicer arietinum)은 아연, 엽산 및 단백질 공급에 좋은 식품이며, 또한 식이섬유 함량

이 높아 당뇨 환자식으로 적합함. 병아리콩은 Desi와 Kabuli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Desi 타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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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병아리콩의 초기 형태와 유사하며, Kabuli 타입보다 섬유질 함량이 높음.

조리한 병아리콩 100g은 164kcal의 열량을 내며 병아리콩 두 컵은 하루 필요량에 해당되는 양의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최근 식이섬유에 대한 임상실험에서 5주간 2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병아리콩과 밀을 원료로 만든 빵이나 비스킷 등을 이용하여 그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확연한 혈중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콜레스테롤의 감소가 확인되었음. 이는 병아리콩 중 불포화지방산의 함량

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추정됨. 채식주의자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가치가 높음

○ 검은콩에는 단백질이 약 34% 함유되어 있으며, 라이신, 이소류신 함량이 높고, 지질은 약 

18.1%, 필수지방산인 레놀레산, 리놀렌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B1, 철분,칼슘이 풍부

함. 콩에 함유되어 있는 생리 기능성 물질은 이소플라본, 식이섬유, 피틴산, 트립신 저해제, 사포

닌, 식품성 스테롤과 페놀화학물 등이며 특히 이소플라본에 함유되어 있는 피토에스트로겐이 에

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모발과 관련된 여성호르몬의 양이 증가하여 모발이 굵어지고 건

강해졌다는 연구도 있음

○ 식용 효모에는 맥주 효모, 빵 효모, 우유 효모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특히 맥주 효모가 건

강기능식품의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맥주 효모는 약 50%가 양질의 단백질, 약 6∼10%가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를 차지하는 세포벽은 장내 이용도가 높은 식이섬유로 되어 있

음. 또한 비타민 B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정장 작용, 소화 촉진, 식욕 증진제로도 사용되고 있

으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천연 비타민 B 제품은 주로 맥주 효모에서 추출하여 원료로 사용하

거나 맥주 효모를 운반체로 이용할 만큼 맥주 효모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음

○ 수유기 제품 선정 원료의 피부미용 개선 효과 시험

- 수유부용 제품 개발을 위해 선정한 원료인 렌틸, 병아리콩, 검은콩, 귀리 추출물의 피부미용 개

선 효능 시험을 위해 Hs68 Human fibroblast cell, HaCaT human keratinocytes 세포를 사용하여 

Cell viability, pro-collagen Type I 및 MMP-1 생성량을 측정하였음

- 실험 결과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 오트밀 추출물이 모든 농도 처리군에서 대조군 대비 농도 

의존적으로 섬유아세포 활성도를 높여 성장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검은콩, 귀리 

추출물은 pro-collagen Type I의 생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다음으로 병아리콩, 렌틸 순으

로 나타나 이는 콜라겐 생성량을 증가시켜 피부 미용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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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렌틸, 병아리콩, 검은콩, 귀리 추출물, 맥주건조효모의 Hs68 cells v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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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렌틸, 병아리콩, 검은콩, 귀리 추출물, 맥주건조효모의 Hs68 cells pro-collagen type 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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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렌틸, 병아리콩, 검은콩, 귀리 추출물, 맥주건조효모의 HaCat cells v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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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렌틸, 병아리콩, 검은콩, 귀리 추출물, 맥주건조효모의 HaCat cells MMP-1 생성 

○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맥주효모 및 두류 첨가 쿠키 제조

- 맥주효모 및 두류 첨가 쿠키는 예비실험을 거쳐 냉동쿠키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표 11과 같

은 재료와 분량으로 공립법에 준하여 제조하였음(AACC 1995). 무가염 버터를 hand

mixer(HB-125, Sanshui Hop Shing Metal & Plastic Manufactory Limited, Foshan, China)로 부드

럽게 한 후, 설탕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섞고 달걀을 넣어 크림화 하였음. 균일한 상태의 크림이 

되면 체 친 박력분, 오트밀 분말, 병아리콩 분말, 검은콩 분말, 렌틸콩 분말, 건조 맥주 효모를 3

회에 걸쳐 나누어 혼합하였음. 완성된 반죽은 3 cm × 3 cm × 30 cm 틀에 성형하여 -18℃에서 

24시간 동안 휴지시켰으며, 이 후 3 cm × 3 cm × 3 cm의 정사각형으로 성형하여 180℃로 예열

한 convection oven(FDO-7102, Daeyoung Co., Anshan, Korea)에서 20분간 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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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Variable level ingredient

Factor

Flour (g)
Butter

(g)

Egg

(g)

Baking

powder

(g)

Oat meal

(g)

Sugar

(g)
Bean powder

(g)

Brewer's yeast

(g)

1 10.00 1.00 49

60.00 25.00 0.80 40.00 40.00

2 40.00 1.00 19

3 10.00 5.00 45

4 40.00 5.00 15

5 10.00 3.00 47

6 40.00 3.00 17

7 25.00 1.00 34

8 25.00 5.00 30

9 25.00 3.00 32

10 25.00 3.00 32

표 11.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맥주효모 및 두류 첨가 쿠키 배합비

④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수유부용 타이거너트 갈수  

○ 수유부는 모유생성과 분비를 위하여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에너지 3200 Kcal, 단백질 

25 g, 비타민과 무기질을 더 많이 섭취하여야 하며 (KDRIs 2010), 지방함량과 조성은 모유성분에 

변화를 주게 됨. 특히 n-6와 n-3 지방산 섭취 비율이 모유 성분에 영향을 주며, 모유는 약 87%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 수유부의 수분요구량은 증가하는데, 기후, 체격, 모유 생성, 기타 요인 등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유기 수분의 추가 권장섭취량은 비수유기 여성에 비

해 700 ml/일로 추산하고 있음

○ 수유 기간 동안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허브티나 호박즙과 같이 수유 중인 아기에게 해가 없

으면서 산모의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료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원료를 검토하였음

○ 우리나라 전통 음청류는 종류, 형태, 조리법이 매우 다양하며, 차(茶갈), 탕(湯), 장(裝수), 화채

(花菜), 수정과(水正果), 밀수(蜜水), 식혜(食醯), 갈수(渴水), 숙수(熟水) 등으로 구분되며, 일상식,

절식, 제례, 연회식 등에 사용되어 왔음(강인희, 1984, 김미리, 2001). 구중 갈수(渴水)는 농축된 과

일즙에 한약재를 가루 내어 혼합하여 달이거나 한약재에 누룩 등을 넣어 꿀과 함께 달여 마시는 

약리 효과를 갖는 한국 전통 음료임

○ 조선 후기 실용백과사전<임원십육지>에서는 갈수를 갈증이 심할 때 먹는 물을 말하며,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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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Nuts Potatoes Red Meat Beef Liver

Calcium 69.54 mg 12.0 mg 11.0 mg 11.0 mg

Phosphorus 232.22 mg 57.0 mg 140.0 mg 476.0 mg

Magnesium 86.88 mg 23.0 mg 15.0 mg 18.0 mg

Potassium 519.2 mg 421.0 mg 370.0 mg 380.0 mg

는 약이성 재료를 단것에 담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김미리, 2001) 그 종류로는 오미갈수,

모과갈수, 포도갈수, 어방갈수, 임금갈수 등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제법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이용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임(최남순, 2012)

○ 수유기 동안 카페인을 꺼려하고, 출산 전 체중으로 회복하길 원하면서, 모유 생성에 도움이 되

는 식품을 원하는 수유부를 대상으로 모유 수유 후 갈증해소 및 수분 공급, 피부 미용을 목적으

로 하는 음료 제형으로 결정하고, 갈수의 주재료로 타이거너트 (Tigernuts, Horchata) 착즙액을 원

료로 사용하였음

○ Tigernuts는 남부유럽과 지중해가 원산지이며 학명은 Cyperus esculentus, 아열대 식물로 재배

가 가장 많은 스페인에서는 츄파(chufa)라 하며, 스페인 전통음료 Horchata에 사용되며, yellow

nutsedge, ground almond, 기름골 등으로 알려져 있음

○ 국내에서는 1999년 처음 도입되어 재배 및 품질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에서는 기름 

이용 작물로 유럽에서 도입하여 재배 및 품질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 Tigernuts의 일반성분 중 전분함량이 약 60%로 가장 많으며, 조섬유는13.3%, 조단백6.1%, 조지

방 함량이 22.4%로 고소한 맛이 강하며, oleic acid 70.3%, palmitic acid 14.7%와 linoleic acid

13.1%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함(Song Jin 등 2002)

○ 괴경은 대부분 전분이며, 전분 이외에 올리브 오일과 유사한 불건성유로 불포화지방산이 많으

며,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고 있어 포만감과 일반 탄수화물의 칼로리 흡수를 저해하며, 풍부한 식

이섬유 (우엉의 14배, 아몬드의 2.5배)로 모유 수유 후 공복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비타민 E, C, 오메가6, 단백질과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어 체중관리 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으며, LDL 낮추고 HDL 높여 심장을 건강하게 하며, 글루텐 Free로 

변비, 소화 장애 없음. 과일 퓨레, 요거트 등과 함께 음료로 섭취하거나, 우유와 섞어 마시면 특유

의 코코넛 향이 더해져 고소한 맛 증가됨

○ 모유 수유 하는 동안 약 500 mg의 엽산이 필요한데, 141 mg/100g이 함유되어 있으며, 쇠고기 

보다 칼슘, 인, 마그네슘, 특히 비타민 E 함량이 높음

표 12. 타이거너트의 영양성분 (100 g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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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타이거너트의 Hs68 cells viability

그림. 7 타이거너트의 Hs68 cells pro-collagen type I 생성

Sodium 37.6 mg 6.0 mg 54.0 mg 69.0 mg

Iron 3.41 mg 0.8 mg 3.3 mg 8.8 mg

Zinc 4.19 mg 0.3 mg 4.4 mg 4.0 mg

Copper 0.92 mg 0.1 mg 0.18 mg 12.0 mg

vitamin A None None 40 IU 53.400 IU

vitamin D None None Trace 19 IU

vitamin E 10 mg None 1.7 mg .63 mg

vitamin C 6 mg 19.7 mg None 27.0 mg

Thiamin 0.23 mg 0.1 mg 0.05 mg 0.26 mg

Riboflavin 0.1 mg None 0.20 mg 4.19 mg

Niacin 1.8 mg 1.1 mg 4.0 mg 16.5 mg

Vitamin B6 .33 mg .3 mg .07 mg .73 mg

Folate 141 mcg 16 mcg 4 mcg 145 mcg

Vitamin B12 None None 1.84 mcg 111.3 mcg

○ 타이거 넛트 원료의 피부미용 개선 효과

- 수유부용 갈수 음료 제품의 주원료로 선정한 타이거너트 추출물의 피부미용 개선 효능 시험을 

위해 Hs68 Human fibroblast cell과 HaCaT human keratinocytes 세포를 사용하여 Cell viability,

pro-collagen Type I 및 MMP-1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Hs68 Human fibroblast cell에서는 세포활

성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HaCat cells에서 MMP-1 production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켜, 피

부미용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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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Variable level ingredient

Factor

Tigernuts Extraction

(Brix/g)

Salicornia herbacea L.

(g)

1 2.0 0.01

2 6.0 0.01

그림. 8 타이거너트의 HaCat cells viability

그림. 9 타이거너트의 HaCat cells MMP-1 생성

○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수유부용 타이거너트 갈수 제조

- 껍질을 제거하고 선별한 Tigernuts(스페인산) 100 g을 2번 수세한 후 24시간 수침한 다음 물기

를 제거하고, 전기스팀쿠커(Philips, HD9132)에 1시간 증숙하였음. 원료 Tigernuts 중량 대비 2배,

4배, 6배의 증류수를 가하여 착즙(Hurom GIUGIARO H-AE Series)한 후 4℃의 냉장고에 보관하

여 사용함

- 함초 첨가 타이거너트 갈수의 배합비는 예비 실험을 거쳐, 타이거너트 착즙액 2~6 Brix로 조정

한 착즙액 50 ml를 취한 후 함초분말을 0.01% ~ 0.20% 로 설정하였으며, 실온에서 균질기로 균

질화 하여 사용하였음 

표 13.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수유부용 타이거너트 갈수 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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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 0.20

4 6.0 0.20

5 2.0 0.11

6 6.0 0.11

7 4.0 0.01

8 4.0 0.20

9 4.0 0.11

10 4.0 0.11

다. 반응표면분석법(RSM)을 통한 제품 최적화

(1) 반응표면분석법(RSM)을 통한 생강함초캔디 최적화

○ 생강함초캔디의 품질의 최적화분석은 Design Expert 8(Stat-Easy Co., Minneapolis MN,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음. 품질 최적화는 1950년대 도입되어 최근 Food science와 technology

databases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중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에 따라 설계하였음

○ 독립변수로는 예비실험을 통해 캔디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생강즙과 소금 두 가지를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기계적 검사로 캔디의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및 황색도(b, yellowness)의 색도, pH, 염도, Hardness 및 용해도를 측정하였음. 관능 평

가 항목은 색(Color), 향(Flavor), 단맛(Sweetness), 짠맛(Saltiness), 매운맛(Hot taste), 전반적 기호

도(Overall quality)로 설정하였음. 캔디제조조건은 예비실험을 거쳐 성형 가능한 최대의 함초량을 

설정하고 그 외 짠맛은 소금의 양으로 대치하여 소금 0.5∼3g, 생강즙 2∼14g으로 설정하였으며 

생강즙과 물의 총합은 16 g으로 설정하였음. 중심합성계획법의 실험점은 Center point(0.00)와 ±α

점(axial point), ±1 level점(factorial point)으로 이루어지고, 실험점 사이에는 모델설정 및 적합결

여 검증을 위하여 2개의 반복점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실험점이 설정되었음

○ 생강함초캔디의 관능평가는 (주) 일동후디스에서 운영 중인 “후디스맘 아카데미 예비맘 클래

스” 수강생 중 임신초기 또는 입덧 중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본 실험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 희망 임신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실험군 중 반복 실험군을 통해 관능적 감각이 부

족한 대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15명을 panel로 선택하였음. 관능검사 항목은 색(Color),

향(Flavor), 단맛(Sweetness), 짠맛(Saltiness), 매운맛(Hot taste), 전반적 기호도(Overall quality)의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법으로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음

○ 생강함초캔디의 품질 최적화 분석은 독립변수인 생강즙과 소금을 Design Expert 8 통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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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이용하여 양을 선정하였고, 지점 예측(point prediction)을 통해 최적점으로 선정하였음. 각 

실험군의 종속변수(용해도, 당도, 염도 및 pH, 색도, Hardness, 관능평가)들 간의 관계를 보기 위

하여 perturbation plot과 response surface 3D plot을 이용하였고, 수치 최적화는 아래의 식과 같

이  적합도(desirability)를 구하고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적점을 채택하였음

d = desirability, n = response, D = overall desirability

○ 생강함초캔디의 제조조건 최적화를 위해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 예측값은 독립변수인 생강즙과 소금의 배합 범위 내에서 유의적 결과를 나타낸 색,

향, 전반적인 기호도를 최대로 설정하였음. 지점 예측을 통해 최고의 적합도(desirability)를 나타

낸 최적점을 도출하였으며, 최적점으로 도출된 생강함초캔디의 레시피는 생강즙 7.37 g, 소금 1.77

g으로 예측되었고, 이 때 사용된 반응 모형을 이용한 모형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와 

perturbation plot은 그림. 10과 같음

Color Flavor

Sweetness Saltness

Hot taste Overall quality

그림. 10 생강함초캔디의 반응표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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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생강함초캔디의 최적화 

(2) 반응표면분석법(RSM)을 통한 다시마 쿠키 최적화

○ 다시마쿠키의 품질최적화분석은 생강함초캔디 개발에 사용하였던 Design Expert 8(Stat-Easy

Co., Minneapolis MN, USA)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음.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에 

따라 설계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예비실험을 통해 다시마쿠키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다

시마분말과 설탕 두 가지를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기계적 검사로 쿠키의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및 황색도(b, yellowness)의 색도, 경도, 수분함량 및 퍼짐성을 측정

하였음. 관능 평가 항목은 색(Color), 향(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외관(Appearance), 전

반적 기호도(Overall quality)로 설정하였음

○ 다시마 쿠키의 관능평가는 (주) 일동후디스에서 운영 중인 “후디스맘 아카데미 예비맘 클래

스” 수강생 중 임신후기 또는 변비를 겪었거나 경험하고 있는 임신부 2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음. 본 연구에서는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연구이기에 선행연구의 2배 인원인 20명의 임

산부를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실험군 중 반복 실험군을 배치하여 관능적 감각

이 부족한 대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음. 실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정밀도를 증가시키기 위

하여 균형불완전블럭 계획(BIBD: 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을 사용하였으며 관능평가 항

목은 색(Color), 향(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외관(Appearance), 전반적 기호도(Overall

quality)에 대한 특성으로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해 선호도가 높을수록 상위 점수를 주게 하였음 

○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와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해 최적화를 위한 다시마 가루와 설탕, 버터의 양을 선정하였고, 그때의 지점을 

지점예측(point prediction)을 통해 최적점으로 선정하였음. 수치 최적화는 canonical model을 기

준으로 하는 모델의 계수 각각의 반응 중 관능평가의 최고점을 목표 범위로 설정 하였고 이를 통

해 제시된 최적점 중 생강함초캔디 최적화 방법과 동일한 공식으로 적합도(desirability)를 구하고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적점을 채택하였음

○ 다시마 쿠키의 배합비 최적화를 위해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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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값은 독립변수인 다시마 분말과 설탕의 배합 범위 내에서 유의적 결과를 나타낸 향, 맛, 전반

적인 기호도를 최대로 설정하였음. 지점 예측을 통해 최고의 적합도(desirability)를 나타낸 최적점

을 도출한 결과 예측된 최적값은 쿠키 반죽 100 g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다시마 가루 2.49 g, 설탕 

21.88 g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12), 반응모형을 이용한 모형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

와 perturbation plot은 그림. 13과 같음 

Color Flavor

Taste Texture

Appearance Overall quality

그림. 12 다시마쿠키의 반응표면분석

그림. 13 다시마쿠키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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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응표면분석법(RSM)을 통한 맥주효모 및 두류 첨가 쿠키 최적화

○ 맥주효모 및 두류 첨가 쿠키의 최적화분석은 생강함초캔디 개발에 사용하였던 Design Expert

8(Stat-Easy Co., Minneapolis MN, USA)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음.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에 따라 설계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예비실험을 통해 맥주효모 첨가 저혈당 오

트밀 쿠키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 분말을 1:1:1 동량으로 혼합한 

콩 분말(X1)과 건조 맥주 효모(X2)의 함량을, 종속변수로는 색도(명도, 적색도, 황색도), 퍼짐성 지

수, 경도, 수분 함량, 관능적 특성(색, 향, 맛, 바삭한 식감, 외관, 전반적인 기호도)로 설정하였음.

예비실험을 통해 각 요인의 최소 및 최대 범위를 각각 콩 분말 10.00~40.00 g, 건조 맥주 효모 

1.00~3.00 g으로 정하였음

○ 맥주효모 및 두류 첨가 쿠키의 관능평가는 (주) 일동후디스에서 운영 중인 “후디스맘 아카데

미 예비맘 클래스” 수강생 중 수유중이거나 수유 경험이 있는 임신부에게 실험의 목적, 방법, 위

험요소,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참여 희망 임신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또한 실험군 중 

반복 실험군을 배치하여 관능적 감각이 부족한 대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음. 실험의 객관성

을 보장하고 정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균형불완전블럭 계획(BIBD: 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을 사용하였으며 관능 평가 항목은 색(Color), 향(Flavor), 맛(Taste), 바삭한 식감

(Crispness), 외관(Appearanc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에 대한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기호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음

○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는 canonical model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의 계수 중 독

립변수인 콩 분말 및 건조 맥주 효모는 범위 내에서, 반응 변수인 관능 평가 항목 중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낸 색, 향, 맛, 바삭한 식감, 외관, 전반적인 기호도 항목은 목표 범위를 최대로 설정하

였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 중 생강함초캔디 최적화 방법과 동일한 공식으로 적합도

(desirability)를 구하고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적점을 채택하였음

○ 모형의 최적화는 각 반응에 대한 최소 혹은 최대 제한점을 결정하여 입력하였을 때 가능한 범

위에서 그래프가 중첩되는 부분으로 구하였음

○ 맥주효모 및 두류 첨가 쿠키의 배합비 최적화를 통하여 각 독립변수의 예측된 최적값은 병아

리콩 분말 8.36 g, 검은콩 분말 8.36 g, 렌틸 분말 8.36 g 이었으며, 건조 맥주 효모 3.57 g,(그

림.14), 반응모형을 이용한 모형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와 perturbation plot은 그림.1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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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Flavor

Crispness Appearance

Taste Overall quality

그림. 14 맥주효모 및 두류 첨가 쿠키의 반응표면분석

그림. 15 맥주효모 및 두류 첨가 쿠키의 최적화

(4) 반응표면분석법(RSM)을 통한 타이거너트 갈수 최적화

○ 타이거너트 갈수 최적화분석은 생강함초캔디 개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하였음. 독립변수로

는 예비실험을 통해 갈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료인 타이거너트 착즙액과 이취 제거 및 

향미 향상을 위한 함초 함량으로 결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색도(명도, 적색도, 황색도), pH,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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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ning Darkness Intensive of Color

Nutty Taste Sweet Taste

Salty Taste Beany Taste

Off Flavor Off Taste

Degree of Thining in mouth Overall Preference

그림. 16 타이거너트 갈수 반응표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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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타이거너트 갈수의 최적화

당도, 관능적 특성(묽은 정도, 색의 진한 정도, 고소한맛, 단맛, 짠맛, 비린맛, 이미, 이취, 입안 느

낌 기호도, 전반적인 기호도)를  7점 기호 척도법(1점: 매우 나쁘다 ~ 7점: 매우 좋다)으로 평가하

였음

○ 타이거너트 갈수의 관능평가는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특성과 평가방

법을 교육받고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원생 중 16명을 선정하여 표준시료를 

제시하고, 평가를 실시하였음. 또한 실험군 중 반복 실험군을 배치하여 관능적 감각이 부족한 대

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음. 실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정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균형불완

전블럭 계획(BIBD: 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을 사용하였으며 관능 평가 항목은 색

(Color), 향(Flavor), 맛(Nutty tast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에 대한 특성으로 구성하였

으며, 7점 기호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음

○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는 canonical model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의 계수 중 독

립변수인 타이거너트 착즙액 및 함초는 범위 내에서, 반응 변수인 관능 평가 항목 중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낸 색, 향, 고소한맛, 이취, 이미, 전반적 기호도 항목은 목표 범위를 최대로 설정하였으

며, 이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 중 생강함초캔디 최적화 방법과 동일한 공식으로 적합도

(desirability)를 구하고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적점을 채택하였음(그림.16, 그림. 17). 모

형의 최적화는 각 반응에 대한 최소 혹은 최대 제한점을 결정하여 입력하였을 때 가능한 범위에

서 그래프가 중첩되는 부분으로 구하였음

(5) 마시는 과일 젤리 개발

○ 임신초기 (1~12주), 특히 입덧이 있는 시기에는 기초대사량도 임신전보다 다소 저하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 총 섭취량의 증가는 권장하지 않음. 대신, 임신초기 태아 기관 형성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전반적인 식사량의 증가보다는 다양한 식품 섭취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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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망고 석류 레몬 자두 복숭아

나이아신
(mg)

0.4 0.7 0.3 0.7 0.4 0.4

나트륨
(mg)

1 1 5 4 2 2

단백질
(g)

0.9 0.6 0.6 1.4 0.6 0.9

당질
(g)

4.3 17.6 16.8 6.4 8.4 8.2

레티놀
(μg)

0 0 0 0 0 0

베타카로틴
(μg)

0 1600 0 0 28 10

Vit A

(μgRE)
4.0 267 0 0 5 2

Vit B1

(mg)
0.04 0.04 0.03 0.05 0.02 0.02

Vit B2

(mg)
0.04 0.06 0.03 0.02 0.02 0.01

한 고른 영양소 섭취에 노력하는 것이 좋음

○ 입덧기 임산부에게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을 원료로 한 젤리류를 새콤달콤한 맛을 그대로 살리

면서 씹는 재미까지 더하여 젊은 소비자층에게 선호되고 있는 마시는 워터 젤리 형태로 응용하고

자 함

○ 임산부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의하면, 입덧기 임산부의 경우 Vit. A, Vit. C, Vit. B1 (티아민),

Vit. B2 (리보플라빈), Vit. B6, 나이아신, 엽산, 철, 아연, 셀레늄 섭취량이 일반 성인 여성보다 많

았으며 특히 엽산, 철, Vit. B6 섭취량에서 50% 이상의 변화가 있음

○ 엽산은 태아의 척추, 뇌, 두개골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로 특히 임신초기 1~4

개월간 중요한 역할을 하며, Vit. B6 또한 태아의 치아 건강 및 출생 시 체중 개선에 도움이 되며 

임신으로 인한 구역과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줌. 철의 경우 비타민 C 함유량이 많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철 흡수율이 증가하나, 철을 하루 60 mg 이상 섭취할 경우 아연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여 아연 혈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정량의 철

을 섭취할 경우 아연의 체내 흡수에는 방해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입덧기 임산부를 고려하여 선정한 재료 (유자, 레몬, 딸기, 망고, 석류, 포도, 자몽,

자두, 복숭아, 살구, 포도) 중 임신 초기 필요 영양소 중 엽산, 철, Vit. B6 함량을 고려하여 배합하

고자 하였음

표 14. 마시는 과일 젤리 원료의 영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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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 B6

(mg)
0.05 0.13 0.1 0.08 0.08 0.02

Vit C

(mg)
99 20 10 70 4 7

Vit E

(mg)
0.3 1.12 0.55 1.1 0.8 1

식이섬유
(g)

1.55 1.3 4.8 2.03 2.2 1.38

아연
(mg)

0.1 0.1 0.4 0.06 0.1 0.14

엽산
(μg)

16.5 14 6 10.6 2.3 3.2

인
(mg)

17 12 15 15 13 17

지질
(g)

0.2 0.1 0.2 0.8 0.2 0.2

철
(mg)

0.5 0.2 0.1 0.4 0.3 0.5

칼륨
(mg)

170 170 260 120 146 133

칼슘
(mg)

13 15 8 55 4 3

콜레스테롤
(mg)

0 0 0 0 0 0

회분
(g)

0.5 0.4 0.5 0.4 0.3 0.3

셀레늄
(μg)

0.4 0.6 0.5 0.4 0 0.1

비오틴
(μg)

1 0 0.5 0.1 0.2

GI Index 40 51 67 34 34 28

○ 기준으로 삼은 엽산, Vit B6, 철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재료를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음

∙ 엽산; 딸기 > 망고 > 레몬 > 석류 > 복숭아 > 자두

∙ Vit B6; 망고 > 레몬/자두 > 딸기 > 복숭아 > 석류

∙ 철; 딸기/복숭아 > 레몬 > 자두 > 망고 > 석류

○ 엽산 함량이 높은 딸기 및 석류, Vit B6 함량이 높은 망고, 레몬, 자두, 철 함량이 높은 복숭아,

엽산, 철, Vit B6를 고루 함유한 포도를 재료로 선정하고, 식이섬유 및 Vit C 함유 젤리 컨셉으로 

설정하여 예비 실험과 유사 기존제품과의 비교 분석을 거쳐, 임산부 영양섭취기준 Vit C 110 mg

및 식이섬유 25 g에 부합하는 100 g 스파우트 파우치형 과채 음료형 젤리를  개발함

○ 마시는 과일 젤리의 관능평가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미각이 훈련된 대학원생 25명을 

pannel로 선정하여 충분한 지식과 용어, 평가기준 등을 숙지시킨 후 응하도록 하였음. 관능검사 

항목은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특성을 scoring test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선호도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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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망고 복숭아 석류

배합비(%) 배합비(%) 배합비(%)

망고농축액

대외비 대외비 대외비

복숭아농축액

석류농축액

백포도농축시럽

정백당

자일리톨

곤약분말(글루코만난)

혼합제제

무수구연산

사과산

구연산삼나트륨

염화칼륨

망고향

복숭아향

석류향

비타민C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정제수

원자재 소계 100 100 100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음

○ 시제품으로 개발된 6종의 마시는 과일젤리를 관능 평가한 결과 기호도 점수가 석류 5.11로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망고와 복숭아 4.89, 자두 4.78, 레몬 4.67, 딸기 2.44 순으로 높게 나타

났음. 최종 시제품 생산을 위해 전체적으로 신맛이 보충되고, 합성향의 부조화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15. 마시는 과일 젤리 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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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2018년도)

가. 임산·수유부 맞춤형 개발 제품의 관능평가 실시

(1) 임신기 엄마를 위한 장이 편한(배변촉진) 다시마 쿠키

- 일시: 2018년 6월 19일 

- 장소: 마포 이룸 웨딩 컨벤션 5층

- 대상: 일동 후디스맘 아카데미 예비맘 임신부 31명 

- 항목: 6개 항목의 7 point hedonic scale

< 임신부 엄마를 위한 장이 편한 (배변 활동 촉진) 다시마 쿠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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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다시마 쿠키의 관능평가 결과 Appearance, Crispiness, Taste, Overall quality 항목은 각

각 5.32±1.05, 5.29±1.49, 5.23±1.12, 5.16±1.07 으로 5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기호도가 ‘약간 좋다’ 이상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Color, Flavor는 각각 4.71±0.94, 4.77±0.96으로 ‘좋지도 싫지도 않다’ 이상으로 나타났음

표 16. 다시마 쿠키 관능평가 결과 

항목 Color Flavor Taste Crispiness Appearance
Overall

quality

Mean±S.D. 4.71±0.94 4.77±0.96 5.23±1.12 5.29±1.49 5.32±1.05 5.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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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다시마 쿠키 관능평가 특성 프로파일

(2) 수유부 엄마를 위한 영양 만점 콩콩콩 쿠키

- 일시: 2018년 8월 28일(1차), 2018년 11월 30일 (2차)

- 장소: 서울 월계 이마트 상봉점 4층 문화센터, 서울 은평 NC불광점 8층 문화센터

- 대상: 일동 후디스맘 아카데미 출산맘 수유부 23명

< 2018년 8월 28일(1차) 관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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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30일(2차) 관능평가 >

- 관능평가 항목: 6개 항목의 7 point hedonic scale

< 수유부 엄마를 위한 영양 만점 콩콩콩 쿠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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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능평가 결과: 맥주효모 오트밀 두류 쿠키의 모든 항목에서 5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기호도

가 ‘약간 좋다’ 이상으로 나타났음. 특히 Taste에 대한 기호도 항목은 5.55±0.96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Flavor 5.48±1.20, Color 5.35±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Crispiness, Appearance,

Overall quality 항목 모두 5.17±1.30, 5.17±1.11, 5.17±1.03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음

표 17. 맥주효모 오트밀 두류 쿠키 관능평가 결과 

항목 Color Flavor Taste Crispiness Appearance
Overall

quality

Mean±S.D. 5.35±1.34 5.48±1.20 5.55±0.96 5.17±1.30 5.17±1.11 5.1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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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맥주효모 오트밀 두류 쿠키 관능평가 특성 프로파일

(2) 수유부 엄마의 피부미용과 수분공급을 위한 타이거넛츠 갈수

- 일시: 2018년 11월 30일

- 장소: 서울 은평 NC불광점 8층 문화센터

- 대상: 일동 후디스맘 아카데미 출산맘 수유부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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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능평가 항목: 6개 항목의 7 point hedonic scale

< 수유부 엄마의 피부미용과 수분공급을 위한 타이거너츠 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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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능평가 결과: 수유부의 피부미용과 수분공급을 위한 타이거너츠 갈수의 관능평가 결과 

Color에 대한 기호도는 4.40±1.35로 6개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alty taste

4.07±1.16 순으로 나타났음. Nutty taste, Beany taste, Off taste, Overall quality 항목에서는 4

점 이하로 평가되어 기호도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하로 나타났음. 관능평가에 사용된 시

제품이 숙대에서 개발하고 최적화한 타이거너츠 갈수 레시피에서 제조 공정 조건 및 ㈜일동 

후디스 연구소 관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정된 배합비로 제조되어 약간 낮은 결과가 나

온 것으로 사료됨. 수정된 배합비에는 비정제원당 2.5%, 이소말토올리고당 1.5%가 함유되어 최

적화 레시피에는 첨가하지 않았던 원료로 인하여 단맛이 다른 항목의 기호도에 영향을 준 것

으로 사료됨

표 18. 타이거너트 갈수 관능평가 결과

항목 Color Nutty taste Salty taste Beany taste Off taste
Overall

quality

Mean±S.D. 4.40±1.35 3.87±1.30 4.07±1.16 3.67±1.68 3.67±1.05 3.40±1.30

그림. 20 타이거너츠 갈수 관능평가 특성 프로파일 

나. 개발제품 섭취 가이드 개발

(1) 임신수유부 제품 컨셉에 따른 섭취 권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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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섭취권장 시기: 입덧기 (임신 초⦁중기)

- 컨셉: 가벼운 입덧 진정 및 완화를 위한 당 공급 

- 임신 초기 입덧 완화를 위한 임산부용 캔디

∎ 입덧 진정 효과가 있는 생강즙, 레몬과 라임의 유기

산이 입덧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을 완화하고 계속된 

구역과 구토로 부족한 당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캔디

제형  

∎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 :

- 혈액순환을 활성화해 몸을 따뜻하게 하며 구토 증상,

메스꺼움, 울렁거림 증상을 완화

∎ 레몬과 라임의 풍부한 유기산과 Vit. C

- 레몬과 라임 과즙에는 시트르산과 말산, 아코니트산 

등 유기산이 풍부하여 타액과 위액분비 촉진으로 소화 

흡수를 돕고, 메스꺼움, 구토증상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임신 초기에 중요한 비타민과 무기질 

(Vit. B6, 엽산, 철 등)의 흡수를 돕는 촉진제 역할

∎ 엽산 보충 

- 임신 초기에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엽산 섭취

와 흡수를 위해 과일류 중 엽산, Vit. B6, Vit. C, 철 함

표 19. 임신수유부 제품 컨셉에 따른 섭취 권장 시기

임신 출산
입덧기 입덧 안정기 수유기

제품 권장 섭취 

기간

생강함초캔디

다시마 쿠키

콩콩콩오트밀 쿠키

타이거너츠 갈수

(2) 임신수유부 제품 컨셉 및 특징  

○ 입덧 완화 임산부 엄마를 위한 진저레몬(진저라임)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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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높은 레몬즙과 라임즙 함유

∙ 엽산 : 레몬 > 라임 > 귤 > 오렌지 

∙ Vit. C : 레몬> 오렌지 > 라임, 귤

∙ Vit B6 : 라임 > 레몬, 귤 > 오렌지

∙ 철 : 라임 > 오렌지 > 귤 > 레몬

원재료명 생강즙, 레몬즙, 라임즙, 설탕 

섭취방법 
진저레몬, 진저라임 캔디는 생강차와 함께 드시면 입덧 완화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Vit. C와 유기산이 풍부하여 철분의 흡수에 도움
섭취 시 

주의사항 

캔디에 함유된 당류는 단순당으로 혈당 상승이 쉬우므로 한 번에 많이 섭취하지 

않을 것을 권장함

특징

- 섭취권장 시기: 입덧 안정기 (임신 중⦁후기)

- 컨셉: 배변활동 촉진 및 영양소 보충 

- 임신 후반기 건강을 추구하는 임산부를 위한 쿠키 

∎ 여성의 냉증, 혈색불량, 산전·후의 회복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시마 함유 

- 다시마의 라미닌(laminin)과 풍부한 칼륨 :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시마의 라미닌

과 칼륨 함유로 영양 UP!

(식품을 통해 칼륨 섭취를 늘리면 신장이 나트륨과 물

을 더 많이 배출하며 이는 이뇨제와 같은 효과가 있으

며 임신 후반기 혈압 안정에 도움)

- 다시마의 식이섬유소(알긴산): 소화되지 않는 다당류

로 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표 20. 감귤류(Citrus Fruit)의 일부 영양소 함량 

Energy

(kcal)

Vit. C

(mg)

Vit. B6

(mg)

Vit. B12

(㎍)

Folic

acid(㎍)
Ca(mg) Fe(mg)

레몬 34 52.1 0 0 40 32 0.1
라임 30 29.1 0.04 N/A 8 33 0.6
오렌지 42 43.0 N/A N/A N/A 33 0.2
귤 34 29.1 0 0 6 13 0.12

○ 임신부 엄마를 위한 장이 편한(배변 촉진) 다시마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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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섭취권장 시기: 출산 후 체중 조절, 모유 생성 및 분비 

촉진, 탈모 예방 및 피부 미용을 추구하는 수유기

- 컨셉: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 어려운 수유부를 위해 간편

하게 영양 보충이 가능하도록 슈퍼곡물 중 GI가 낮은 3종

류의 콩류, 오트밀과 피부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맥

주효모가 더해진 수유부용 쿠키 

∎ 출산 후 칼로리를 고려하는 수유부를 위해 Low GI 이

면서 철분제 섭취 등으로 인한 변비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3종류의 콩류 사용

- 검은콩: 탈모예방과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시스테인 함

량 높으며, 항산화 작용의 안토시안 색소, 혈액 순환과 세

포의 신진대사 촉진, 피부와 점막의 재생 능력 증가 및 노

폐물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Biotin 성분은 피부와 점막

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음

- 렌틸콩: 고단백(약 24%), 저지방 식품으로 바나나의 12배 

이상의 풍부한 섬유소로 변비예방과 체중조절에 우수한 

슈퍼푸드 중 하나이며, 임신·수유부에게 영양 요구도가 높

은 엽산 다량 함유 

서 “배변활동 원활”, “식후혈당상승억제”, “혈중 중성

지질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임산부

를 위한 건강 쿠키 

∎ 태아 성장에 따른 복부압박으로 조기 포만감으로 

인해 한 번에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워 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1일 3회의 식사 외에 간식으로 소량

씩 자주 섭취할 수 있음

원재료명
밀가루, 무염버터, 설탕, 달걀, 정제수, 다시마 분말, 베이킹 파우더, 난소화성 말

토덱스트린, 베이킹파우더, 소금 

섭취방법 
다시마 쿠키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칼슘보충과 수분공급으로 식이섬유소의 배변

활동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밀가루, 달걀)

○ 수유부 엄마를 위한 영양 만점 콩콩콩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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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아리콩: 우유 보다 6배 이상 고단백(약 20%), 1.15배 

이상의 고칼슘 식품이며, 우유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은 베

타카로틴,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수유부를 위한 식품

∎ 쌀보다 2배 많은 단백질을 함유한 오트밀은 현미보다

도 섬유소가 많으며, 다당류의 일종인 베타글루칸(β

-glucan)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당과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질대사를 개선하

여 체지방 축적 저해함 또한 비오틴은 성인 1일 충분섭취

량 (30 ㎍)의 약 80%를 함유한 좋은 급원식품

∎ 피부와 모발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타민 H'

로 불리는 비오틴 함량이 풍부한 맥주효모가 더해져 영양 

up

- 맥주효모는 양질의 고단백질(50%)로, 18종류의 아미노산 

함유하고, 필수 아미노산 풍부

- 천연 비타민 B군 및 셀레늄, 크롬, 아연 등의 미량 무기

질의 완벽한 공급원 

- 맥주효모의 약 20%를 차지하는 세포벽은 장내 이용도가 

높은 만난과 글루칸으로 구성된 식이섬유소

원재료명
밀가루, 무염버터, 설탕, 달걀, 정제수, 오트밀, 병아리콩, 검은콩, 렌틸콩, 건조맥주효

모, 베이킹 파우더, 소금 

섭취방법 
콩콩콩 쿠키와 타이거너츠 갈수를 함께 드시면 피부미용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

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

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밀가루, 달걀,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맥주효모)

표 21. 콩류 및 맥주효모의 일부 영양소 함량

Glycemic

Index

Vit. B6

(mg)

Folate

(㎍)

Ca

(mg)

Fe

(mg)

Dietary

fiber

(g)

Biotin

(㎍)

검은콩 30 0.04 882 177 6.66 20.5 10.19

렌틸 29 0.13 479 72 7.17 30.5 40.0
병아리콩 28 0.27 201 153 4.74 7.9 0
오트밀 55 0.15 56 60 5.8 18.8 24.0
맥주효모 N/A 1.28 3,800 19 13 32.6 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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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섭취권장 시기: 모유 생성 및 분비 촉진, 탈모 예방 

및 피부 미용을 추구하는 수유기

- 컨셉: 출산 후 체중 조절, 모유 수유에 따른 갈증 해

소, 수분 공급, 부종 완화를 위한 타이거너트 착즙 음

료 

∎ 수유기 동안 카페인 섭취를 꺼려하고, 출산 전 체중

으로 회복하길 원하면서, 모유 생성에 도움이 되는 식

품을 원하는 수유부를 위한 음료

∎ 갈수(渴水)는 갈증이 심할 때 먹는 물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전통 음료 중 하나

- 스페인 전통 건강음료로 인식되는 오르차타

(Horchata)처럼 우리나라 전통음료 갈수에 사용되는 콩 

즙 대신 타이거너트(Tigernuts) 착즙액 사용

∎ 모유 수유 후 갈증해소 및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음료   

- 모유는 약 87%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 수유부의 수분

요구량 증가(700 ml/day)

∎ 타이거너트(Tigernuts)는 스페인에서는 츄파(chufa)

라하며, 풍부한 식이섬유(13.3%)로 포만감과 칼로리 흡

수를 저해하며, 모유 수유 후 공복감 감소
원재료명 타이거너트, 식염, 정제수

섭취방법 

타이거너트 갈수 음료와 콩콩콩 쿠키를 함께 드시면 비타미 B6와 단백질이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마 쿠키 등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

어 피부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타이거너트)

○ 수유부 엄마의 피부미용과 수분공급을 위한 타이거너트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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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연구기관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 : 임산부·수유부를 위한 맞춤형 식품의 미용 증진 효과 연구

◎ 1차년도 (2016년)

가. 출산경험에 따른 영양・미용증진 보조식품 인식도 차이 분석 결과

임산부들은 임신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신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체형변화와 피부트러

블은 임산부들의 마음까지 우울하게 만들곤 한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변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부의 변화다. 우선 피부 표피가 매우 민감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트러블을 일으키고 배

가 급격하게 몸의 체중이 불어나면서 다양한 몸의 변화가 생긴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에 따라 여

성들은 피부상태, 모발탈모, 색소침착 및 체형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신체변화와 회복력에 따라 

출산 후 우울증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에 따른 신체변화와 회복력에 대한 

영양・미용관리는 모자의 건강을 지키고 삶을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출산 후 여성들이 미용과 영양관리를 위한 보조식품 섭

취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설문지를 작성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를 알아보

았다. 가설문지를 통해 영양・미용증진 보조식품에 대한 인식도가 여성의 특성에 따른 그룹에서 

각자 차이가 나타난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그룹별 여성들의 보조식품 선택요인과 선택변화 요인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특성에 따른 영

양・미용증진 보조식품 개발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방법으로 온라인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2016년 10월30일부터 11월 10일까

지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열어두었다.(설문지 링크주소 http://pms8011.wixsite.com/project) 조사

대상은 임신과 출산관련 카페, 블러그 및 체험단 모집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심이 있는 여성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22.0을 활용하였으

며, 임신과 출산에 따른 영양, 미용증진 보조식품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임신과 출산에 따른 영양증진 보조식품에 대한 관심도 차이 검증

가임기 여성
(n=47)

임산부 여성
(n=34)

출산 후 여성
(n=92)

F p

M SD M SD M SD

보조식품에 대한 관심도 3.91 3.188 8.85 1.417 6.49 3.004 30.859*** .000

***p<.001

여성특성에 따른 영양증진 식품보조제에 대한 관심도 차이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임기 

여성이 3.91점, 임산부 여성이 8.85점, 출산 후 여성이 6.49점으로 임산부 여성이 영양증진 보조식

품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0.859, p<.001)

표 2. 임신과 출산에 따른 영양, 미용증진 보조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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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임산부 여성 출산 후 여성 전체 χ 2(p)

출산 경험 있음
9 22 59 90

27.945***

(.000)

19.1% 64.7% 64.1% 52.0%

출산 경험 없음
38 12 33 83

80.9% 35.3% 35.9% 48.0%

전체
47 34 92 173

100.0% 100.0% 100.0% 100.0%

***p<.001

여성특성에 따른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한 영양, 미용증진 보조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지 여

부를 알아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2.0%로 과반수 이상 이었으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48.0%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여성특성에 따라서는 임산부 여성, 출산 후 

여성은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한 영양, 미용증진 보조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64.7%, 64.1%로 가임기 여성의 19.1%보다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χ 2=27.945, p<.001)

위 결과를 통하여 가임기여성, 임산부 및 출산 후 여성에게서 미용, 영양증진 보조식품의 관심

도가 다르며,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없는 가임기 여성보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보조식품을 더 많이 섭취한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영양, 미용증진 보조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임기 여성, 임신부, 수유부, 그리고 출산 후 여성 등으로 

구분하여 영양・미용 보조식품을 섭취하는 요인분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설문조사 결과]

① 예비 산모 43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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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산부 32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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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산 여성 45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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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산경험에 따른 영양・미용관리 관심도 차이 및 자가관리 실태 조사 

여성들은 임신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미모와 체형을 중

요시하고 있는 현대의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면, 임신 중인 여성들은 신체적 변화로 인하여 빈

번한 감정변화와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최근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문

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가임기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후 체형 회

복이 어느 정도로 완벽할 것인가 하는데 관한 고민이 임신을 계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영양, 미용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영양 미용 증진을 위한 보조

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가임기 여성, 임산부, 출산 후 여성의 영양, 미용

관심에 차이가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방법으로 온라인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2016년 10월30일부터 11월 10일

까지 온라인설문지 링크를 열어두었다.(설문지 링크주소 http://pms8011.wixsite.com/project)

조사대상은 임신과 출산관련 카페, 블러그 및 체험단 모집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심이 있

는 여성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22.0을 

활용하였으며, 임신과 출산에 따른 영양・미용 증진 보조식품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여성특성에 따른 영양・미용관리 필요성여부

그림 11. 여성특성에 따른 영양・미용관리 필요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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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성특성에 따른 현재 하고 있는 영양관리의 방법

그림 12. 여성특성에 따른 현재 하고 있는 영양관리의 방법

표 5. 여성특성에 따른 피부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항목

그림 13. 여성특성에 따른 피부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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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성에 따른 영양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산부 여성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100.0로 타 집단보다 더 유의미하게 나

타난 반면에 가임기 여성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14.9로 타 집단보다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χ 2=7.466, p<.05). 여성특성에 따른 현재 하고 있는 영양・미용 관리의 방법을 조사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특성에 따라 가임기 여성은 관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9로 

타 집단보다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반면에 임산부 여성은 식품보조제 섭취가 52.9로 타 집단보

다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χ 2=24.302, p<.01) 여성특성에 따른 피부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관심 있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임기 여성은 피부타입 변화가 63.8로 

타 집단보다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반면에 임산부 여성은 색소침착, 튼살이 각각 44.1, 20.6로 

타 집단보다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χ 2=19.742, p<.05)

따라서 임산부 여성은 영양・미용 관리에 대하여 다른 집단보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응답

자의 50% 이상이 보조식품을 섭취하여 영양관리를 하고 있었다. 또한 임산부의 미용개선에 대하

여 색소침착과 튼살에 더욱 많은 관심도를 나타내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특성에 따라 영양・
미용 관리의 필요성과 자가 관리 방식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추후 집단특성에 따른 요인분석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에 따른 영양・미용 보조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다. 식단조절에 의한 임산부의 피부 관련 과학적 연구 내용 조사

○ 임산부의 네일 변형에 관한 임상연구 (Erpolat S.외 5인, 2016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Dermatology)

- 만성적인 네일(손톱 및 발톱) 부속지 변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신 16-40주된 18세-40세의 임

산부 312명을 대상으로 산과학 연구실에서 조사 연구함. Sapiro-Wilk 와 카이-자승(chi-square

tests)처리한 통계처리 결과에 따르면, P값이 0,0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312명 중에서 37.2%는 병변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가장 흔하게 나타난 병변은 

leukonychia로서 24.4%에 달했다. 살 속으로 파고든 발톱과 onychoschizia가 각각 9%로서 2번째

로 많이 나타났다. 네일 성장속도가 빠르거나 subungual hyperkeratosis가 각각 6.7%, 4.2%를 차

지 했다. 임신기에 따라서 실펴보면, 14-28주경에 발생이 16.3%, 29-42주 경에 발생이 27.4%이었

다. Leukonychia, onychoschizia, onycholysis, 및 손톱 부서짐 등은 29-42주경에 발생(P=0.047)하

였다. 대부분의 네일 변형은 상서로운 것이며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여성

들에게 미용 상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임신과 건선 만성질환에 관련된 연구; 관찰을 통한 연구결과의 체계적 고찰 (Bobotsis R외 4

인, 2016, British Assoc. Dermatologists.)

건선 만성질환은 대부분의 여성은 임신연령의 성인 때에 경험하는 질병이다. PubMed, Embae 및 

Cochran 데이터서비스를 분석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건선 만성질환과 임신에 불리한 효과를 주

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모태 및 태아 생존률과 사망률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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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논문에는 9중 4은 최소 1번의 outcome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 위험성은 자연 유산, 제왕절개, 저체중아, macrosomia, 출산지연, 저체중아와 미숙아와 저체중 

복합현상 등이 있다. 건선과 임신기 여성의 adverse outcome 증가와는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 임산부의 여드름치료에 관련된 연구(Chien AL외 4인, 2016, the American Board of Family

Medicine)

임신 중 여드름 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찾아보기 드문 실정이어서 여드름 관리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 증거가 제시될 수 있는 접근방법과 일반적인 치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자 

한다. 국소치료용 azelaic acid 나 과산화벤졸(bensoyl peroxide)은 기본적인 처방으로 권장한다.

염증성 여드름에는 국소 치료용 에리트로마이신이나 클린다마이신과 과산화벤졸과의 혼합 처방을 

권장한다. 중증 이상의 염증성 여드름에는 2-3주 이내로 사용하면 경구용 에리트로마이신이나 세

파렉신도 안전하다. 임신 첫 3개월 중에 fuluminant nodular cystic 여드름을 치료하는 데에는 경

구용 prednisolone를 짧은 기간 처방하는 것이 유효하다. 국소용 또는 경구용 항생제는 단일 치료

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나, 세균 저항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소용 과산화벤졸과 함께 사용된다.

경구용 레티노이드는 기형을 유발하므로 임신 계획 중이나 임신 중인 여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금기되고 있다. 미량영양소 비약리성 처방과 같은 보조적인 처방들이 허용되지만 안전성과 효용

성에 관한 데이타가 제한적이어서 임신 중에는 권장하고 있지 않다. 임신 중 여드름 치료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효과 대비 위험률(risk-to-benefit ratio), 효용성, 선택성,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 보

아야 한다.

○ 나이지리아 Ogbomoso 지역의 임산부 중 천식, 비염, 습진 등 자가진단에 의한 증상 변화, 위

험요인, 유병률 연구(Adeyemi AS,외 4인, 2015, J Clin. Diag. Res.)

나이지리아의 두 개의 공중보건병원에서 432명의 여성들의 임상자료를 확보 후에 ISSAAC 설문

을 통하여 앨러지 발생률을 진단하였다. 임산부에서 천식, 습진, 앨러지성 비염 등의 발생이 각각 

7.5%, 4.0%, 및 5.8% 이었다. 천식과 습진은 지난 12개월 전에 비하여 약간 증가하였다. 26명 중 

18명이 발생하여 70%로 가장 심각했었던 천식은 22명 중 5명으로 개선되었다. 22명 중 11명이 발

생하여 50%이었던 습진은 14명 중 1명이 발생하여 크게 개선되었다. 다시 6명으로 안정되었다.

반면에 앨러지성 비염은 역시 50% 이었으나 5명으로 개선되었고, 6명으로 안정되었다. 다변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산부의 앨러지성 질병의 위험성은 기관지 천식은 저소득층, 교육수준이 낮

은 층,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가 2배 이상 높았다.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의 발생률이 18.7배 높았

다. 습진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9.1배, 저소득층에서 2.4배 높았다. 앨러지성 비염은 저소득층이 1.8

배, 가족력 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에게서 천식과 습진이 만연하는 것은 임신에 의해

서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및 유전적 요인은 임산부의 앨러지성 질병의 중요한 위험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Low GI Diet 섭취 효과에 관한 과학적 근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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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단의 GI지수와 산모의 혈당이 건강한 산모의 임신에 미치는 영향(McGowan C.A.와 

McAuliffe F.M. 2010, Br J Nutr.)

- 아일랜드에서는 어린 시절의 과체중과 비만 수준에 비례하여 신생아 출생 체중은 증가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산모의 혈당과 식이 GI 지수의 역할,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알아 본 결과, 4kg 이상의 생시 체중인 태아 macrosomia는 산모와 유아 모두에게 산전 

및 산후 트라우마가 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대 체중의 유아는 유년기, 성장기 및 성인기에 거대 비만이 될 위험성이 일반 체중 유아보다 

더 높다. 임신 중 모친의 혈당 수준과 태아의 성장, 생시 체중, 심지어 정상 수준일 때에도 직접

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따라서 임신기간 중 혈당 농도를 정상 범위에서 유지하면 태아 

거대증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임신은 포도당이 태아 성장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GI가 아주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리

적 상태가 유지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Low GI 식단이 macrosomia의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Walsh, J.M. 외 4인, 2012, Br.

Medi. J.)

- 아일랜드의 Dublin 대학교과 국립 Maternity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28주-34주차인 

4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임신 중 식단을 low GI 식단으로 바꾸면 과체중을 20%

를 줄일 수 있다.

- 보통 식단 군에서는 13.7kg의 체중 증가가 있었으냐, low GI 식단 군에서는 12.2 kg이었다는 

결과이다. 과체중 산모는 제왕절개나 출산 후 체중 감소 지연 그 후 비만 지속 등의 가능성이 있

다고 하였다. low GI 식단은 통밀 등, 갈색 빵, 현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칼로리 

섭취를 절감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 GI 지수가 낮은 재로의 식단은 임산 당뇨증을 가진 아시아 여성들의 식후 포도당 수치를 감소

시킨다(Hu ZG외 4인, 2014, J investig Med.)

- 낮은 수준의 GI를 재로로 하는 식단은 당뇨증이 있는 환자들의 포도당 관리에 효과적이다. 임

신성 당뇨증을 가진 여성들의 식후 포도당 수치에 GI가 낮은 식단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임.

- GDM 임산부를 무작위로 나누어 보통의 당뇨 조절식단과 GI가 낮은 식단을 5일간 제공하였

다. low GI 식품군의 여성들에게는 중식과 석식으로 밥을 대신하여 low GI 음식을 제공하였고,

총 에너지와 탄수화물 수준은 두 군 모두 동일하게 하였다. 공복기와 식후의 포도당 수치를 매일 

측정하였다. 총 140명의 GDM 임산부중 66명에게 low GI 식품을, 74명에게 정상식품을 제공하는 

2군으로 나누었다. 2군의 임산부들의 기본 특성들에는 차이가 없었다(P > 0.05). 식단 제공 후에는 

low GI 식품군(P<0.01)과 정장 식품군(P<0.008) 모두 포도당 수준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 연구 결과, 대조구에 비하여 처리구가 조식, 중식 및 석식 후 포도당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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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포도당 수치의 기본선의 변화의 폭 차이(P,0.05)가 유의적이었다. 따라서 low GI식단은 

GDM 임산부들의 식후 포도당 수치 저하를 가져오는데 유익하였다.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임신, 운동 및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Kennelly MA외 5인, 2015,

Contemp Clin Trials).

- 산모의 비만은 임산부의 GDM(비 당뇨형 고혈압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Low GI 식이는 포도당 항상성과 임신 중 체중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스마트 폰을 통

한 mHealth 기술 중재가 일반화 되어감에 따라서 만성적인 질병을 치료하는데 유용하도록 개발

되고 있다.

- 과체중 및 병적 비대증인 임신 연령층의 GDM의 발생을 케어 하는 데에 mHealth 스마트폰 

지원기술을 활용가치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가 실시되었다.

-무작위방식으로 BMI 값이 25kg/m2-39.9kg/m2 이상인 임산부의 표준 산과학적 케어 방법과 

mHelath 방법을 고안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을 1:1 비율로 

나누었다. 임신 18주령에서 low GI 영양량 권장, 1일 운동량의 설정, 그 기간 이후 추진할 

healthy lifestyle과 같은 행동변화를 권장하였고, 동기 상담 교육과 스마트 앱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체 임신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 1차적인 성과로서 29주 때에 GDM이 발생하였고, power 분석 결과 그 차이가 나타난 때는 각 

군마다 253명의 여성들이 충족되었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스마트 폰을 이용한 

효용성을 평가한 첫 번째의 임상시험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변화 이론과 과체중 및 비대비만

의 임산부 연령층이 GDM을 방지하는 다른 형태의 관리방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 혈당지수와 비만(Brand-Miller, JC외 3인, 2002, Am Clin Nutr.)

- 에너지 제한을 통해서 체중 감소를 달성했다고 해도, 현재의 식단 지침은 체중이 다시 증가하

거나 비만과 과체중 인구의 증가를 막을 수는 없다.

- 많은 종류의 탄수화물, 저지방식은 식후 고혈당 및 인슐린 과다분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역효과를 주기도 한다.

- 서구식 식단에 일반적인 고 탄수화물 식품은 GI 지수가 높아서 고혈당 반응을 일으킨다. 지방 

산화를 대가로 하여 식후 탄수화물 산화를 촉진하여 체지방 증가를 전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분

배방식을 변화시킨다. 반대로 혈당을 낮추는 반응이 나오는 저지방 식품을 기초로 하는 식단은 

포만감을 높이고, 식후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유지하도록 하므로 체중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

- 이 가설은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기초로 에너지 제한 식단을 개발하여 인체를 대상으로 조사

한 여러 intervention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데, GI가 높은 식품을 기초로 한 동등가의 식단

보다 체중 감소가 더 컸다고 한다.

- 동물을 모델로 장기간의 연구를 수행한 결과 GI 지수가 높은 녹말을 기초로 한 식단은  

isoenegertic, 대량영양소 조절된 GI 지수가 낮은 녹말을 기초로 한 식단보다 체중 증가가 촉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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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내장 지방과다. 지질 생성 효소의 농도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 건강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양소 균형을 맞춘 low GI 식단보다 high GI 식단

보다 체중 증가와 관련성이 있었다.

- 제1형 당뇨 합병증과 식단에 관한 연구에서 전체 식단의 GI는 남성의 허리둘레 증가에 있어

서 독립적인 전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체중 조절을 위한 관습적이며 low GI 식단

의 효과를 비교하는 무작위의 조절되는 다중의 intervention 연구의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

다.

○ 제1 형 당뇨를 가진 임산부를 위한 탄수화물 섭취 식이 권장(Roskjær AB외 4인, 2015, J

Matern Fetal Neonatal Med.)

- 혈당 조절과 임신성과(outcome)에 대한 탄수화물의 양적 및 질적 영향을 제1 형 당뇨를 가진 

임산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을 때, 제1형 당뇨증이 있는 산모에게 임신 중 체중 증가는 IOM

의 지침서에 제시한 체중 이내로 맞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 낮은 GI 지수 식품은 비 당뇨형 고혈압(GDM) 과 제2형 당뇨증이 있는 산모나 건강한 산모 모

두에게 GI 조절에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탄수화물 계량 복용은 제1형 당뇨증인 경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

너지 40%정도의 탄수화물로 구성된 적절한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당 조절과 비교산과학적 견지에

서 당뇨가 있는 임산부의 제2형 당뇨와 비당뇨형 고혈압을 조절하는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1형 당뇨 임산부들에게 적절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제시되었지만 1일 175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낮은 GI 식단과 저 수준의 탄수화물 섭취를 혼합하여 실시한 연구결과는 제한적

임에도 불구하고 제1형 당뇨증이 있는 임산부들에게 권장할 만하다.

○ 식단의 GI지수와 산모의 혈당이 건강한 산모의 임신(성과)에 미치는 영향(McGowan CA와 

McAuliffe FM. 2010, Br J Nutr.)

- 아일랜드에서는 어린 시절의 과체중과 비만 수준에 비례하여 신생아 출생체중은 증가하고 있

다.

- 산모의 혈당과 식이 GI 지수의 역할,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

을 때, 산모의 체중과 체중 증가는 출생아의 생시체중에 영향을 준다. 4kg 이상의 생시 체중인 

태아 macrosomia는 산모와 유아 모두에게 산전 및 산후 트라우마가 될 위험성이 증가한다. 거대 

체중의 유아는 유년기, 성장기 및 성인기에 거대 비만이 될 위험성이 일반 체중 유아보다 더 높

다.

- 임신 중 모친의 혈당 수준과 태아의 성장, 생시 체중, 심지어 정상 수준일 때에도 직접적인 관

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따라서 임신기간 중 혈당 농도를 정상 범위에서 유지하면 태아 거대증

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임산부의 식단 특히 탄수화물 종류와 함량에 따라서 식단은 산모의 혈당에 달리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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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산모로 부터 얻은 임상적 결과는 임신기간 중 낮은 GI 지수를 갖는 식단을 소비하면 

식사 후 혈당 최고치를 감소시키고 태아 체중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

서 임신은 포도당이 태아 성장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GI가 아주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리

적 상태가 유지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단일 화종에서 채취한 터키산 벌꿀과 그 소비가 포도당 대사에 미치는 영향(Atayoğlu AT, 외 

3인, 2016, Turk J Med Sci.)

- 단일의 식생들(감귤류, 두과작물 자운영속의 목초, 밤나무, 백리향, 라임,, 소나무)로부터 채취한 

벌꿀의 GI 지수를 결정하고 20명의 건강한 임상자원자들로부터 얻은 결과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GI 지수는 glycemia 값을 incremental area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 혈장 인슐린과 C-peptide 값은 벌꿀을 소비한 후 2시간 전과 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각 식생별 GI 값이 달랐으며, 각각 44.9, 52.6, 55.3, 55.5, 58.5 및 69로 나타났다. 혈장 인슐린과 

C-peptide 값은 포도당 섭취 군에 비하여 약간 낮아졌다. 2시간 후에는 혈장 인슐린 함량이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밤 꿀을 섭취한 후에는 감소하는 것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감귤 꿀과 백

리향 꿀들은 GI 지수가 낮았으나 혈장 인슐린 수준이 밤 꿀 소비 후에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 GF 빵의 비교 연구(Rizzello CG 외 2인, 2016, J Food Sci.)

- 듀럼 밀로 제조한 파스타용 세몰리나를 sourdough 제조용 젖산균으로 발효하고 곰팡이 유래 

단백분해효소로 글루텐을 완전히 가수분해하였다. 이 GF 세몰리나에 천연 GF 원료와 조직구성용 

첨가물을 첨가하고 산업용의 빵(rGFB)을 만들어. rGFB와 GFB 두 종류의 빵에 관한 화학적, 영양

학적, 구조적 및 관능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 화학적 분석외에 영양학적 프로파일로서 in virto 방식으로 단백질 소화율과 GI 지수 예측을 

실시하였다. HPLC로 유리아미노산, 유기산 및 에탄올 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틸알콜 추출물은 총 

페놀함량,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 생명공학적으로 GF를 제거한 세몰리나로 제조한 rGFB는 상업용의 GFB보다 단백질 소화력이 

높았고, 녹말가수분해 지수가 낮으며, 빵의 기술적 특성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빵보다 좋았

다. rGFB 빵의 관능적 특성도 전통적으로 구운 빨과 차이가 없었다.

마. 피부 개선효과 진단기술 확보를 위한 조사

○ 콜라겐 섬유의 구조와 미세구조

○ 콜라겐 생성량을 측정하는 enzyme immunoassay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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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IP enzyme immunoassay를 위한 기본 원리 도식도 

그림 14. 콜라겐 구조와 펩타이드 사슬 조성

그림 15. 근섬유 초원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3중 나선형의 콜라겐 미세구조

그림 16. ER에서 콜라겐 폴리머 형성  및 

세포외 분출 도식도

바. 국내외 동종 제품의 미용 증진 효용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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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종 제품의 미용증진 효용성 조사

- 콜라겐 제품(캡슐 및 serum 형태)

표 6. 국내외 출시 주인 경구용 및 피부용의 피부 개선용 콜라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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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n M SD F p

Age
20~29 17 8.29 1.687

.557 .57530~39 78 8.58 1.717

40~49 1 10.00 .

Occupation

House work 59 8.41 1.723

.844 .501

Office work 20 8.40 1.818

Professional 14 9.07 1.542

Part-time 1 9.00 .

No remark 2 10.00 .000

Income    
(x1000 
KRW)

< 999 33 8.42 1.821

.195 .940

1000~1999 13 8.85 1.405

2000~2999 31 8.45 1.859

3000~3999 11 8.73 1.421

> 4000 8 8.63 1.685

Skin type Not  known 2 5.00 1.414 3.028
*

.022

- Biotin 제품(캡슐 형, 삼푸 제품 제외)

◎ 2차년도 (2017년)

○ 임산부와 수유부의 체형 변화 및 미용 관심도 조사

- 시험제품에 대한 임신 시기별 수유 기간별 체형 변화 설문조사 및 분석

(사전 미용 관심도 설문조사 내용)

1) 임신 시기별 수유 기간별 체형 변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형변화에 대한 관심 정도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지성이 9.00점으로 타 피부 타입보다 체형변화에 대한 관심 정도가 더 높

게 나타났고 반면에 잘 모른다는 응답은 5.00점으로 타 피부 타입보다 체형변화에 대한 관

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028, p<.05).

Table 1. Concern over the changes of body shape during pregnant or lactatio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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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y 10 9.00 1.155

Dry 23 8.17 1.875

Sensitive 17 8.65 1.539

complicate 44 8.75 1.630

*p<.05

<표 2> 에서 체형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필요성을 느끼

고 있다는 응답이 총 91.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3%로 나타

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40∼49세가, 직업에 따라서는 시간제근무가 체형관리에 대한 필요성

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월평균 수입이 100-200만원,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지성 피부를 가진 여성이 체형관리에 대한 필

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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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utrition Management
Treatments for Skin, Nail & 

Hair
Body Shape Management(%)

Required
Unnec
essary

Total χ 2

(p)
Required

Unnec
essary

Total χ 2

(p)
Required

Unne
cessa

ry
Total χ 2

(p)

Age

20~29 17 100.0 0 100.0

.233
(0.890)

88.2 11.8 100.0

5.099
(0.078)

94.1 5.9 100.0

.267
(0.875)

30~39 78 98.7 1.3 100.0 98.7 1.3 100.0 91.0 9.0 100.0

40~49 1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Occupa
tion

House 
work

59 98.3 1.7 100.0

.634
(0.959)

100.0 0.0 100.0

7.993
(0.092)

91.5 8.5 100.0

.373
(0.985)

Office 
work

20 100.0 0.0 100.0 95.0 5.0 100.0 90.0 10.0 100.0

Profess
ional

14 100.0 0.0 100.0 85.7 14.3 100.0 92.9 7.1 100.0

Part-
time

1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No 
remark

2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Income
(x1000 
KRW)

<999 33 100.0 0.0 100.0

7.809
(0.099)

100.0 0.0 100.0

5.294
(0.258)

90.9 9.1 100.0

2.790
(0.594)

1000~
1999

13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2000~
2999

31 100.0 0.0 100.0 93.5 6.5 100.0 87.1 12.9
100.0

3000~
3999

11 90.9 9.1 100.0 100.0 0.0 100.0 90.9 9.1 100.

>4000 8 100.0 0.0 100.0 87.5 12.5 100.0 100.0 0.0 100.0

Skin 
Type

Not 
Known

2 100.0 0.0 100.0

8.691
(0.069)

50.0 50.0 100.0

16.113*

*

(0.003)

50.0 50.0 100.0

7.211
(0.125)

Oily 10 90.0 1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Dry 23 100.0 0.0 100.0 100.0 0.0 100.0 87.0 13.0 100.0

Sensiti
ve

17 100.0 0.0 100.0 94.1 5.9 100.0 88.2 11.8 100.0

Compli
cated

44 100.0 0.0 100.0 97.7 2.3 100.0 95.5 4.5 100.0

Total 99.0 1.0 100.0 96.9 3.1 100.0 91.7 8.3 100.0

Table 2. Perception of requirements for Beauty Managements during pregnant and lactation

period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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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n Face Arms & 
Legs

Chest & 
Waist Hips Whole 

Body χ 2
(p)

Age

20~29 17 0.00 29.40 29.40 29.40 11.80 

40.063***

(.000)
30~39 78 6.40 26.90  46.20  20.50  0.00  

40~49 1 0.00 0.00  0.00  0.00  100.00  

Occupation

House work 59 6.80 25.40  42.40  22.00  3.40  

6.738
(.978)

Office work 20 5.00 30.00  35.00  25.00  5.00  

Professional 14 0.00 21.40  57.10  21.40  0.00  

Part-time 1 0.00 100.00  0.00  0.00  0.00  

No remark 2 0.00 50.00  50.00  0.00  0.00  

Income    
(x1000 KRW)

< 999 33 6.10 30.30  36.40  24.20  3.00  

8.674
(.926)

1000~1999 13 7.70 30.80  38.50  23.10  0.00  

2000~2999 31 0.00 25.80  51.60  19.40  3.20  

3000~3999 11 9.10 18.20  54.50  18.20  0.00  

> 4000 8 12.50 25.00  25.00  25.00  12.50  

Skin type

Not  known 2 0.00 0.00  50.00  50.00  0.00  

16.417
(.424)

Oily 10 0.00 50.00  40.00  10.00  0.00  

Dry 23 4.30 17.40  56.50  21.70  0.00  

Sensitive 17 0.00 41.20  29.40  17.60  11.80  

complicate 44 9.10 22.70  40.90  25.00  2.30  

Table 3. Concern over the changes of body shape during pregnant or lactation periods

***p<.0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형관리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어느 부위가 관심이 있는 신체부

위 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가슴과 복부가 42.7%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으며 다음으로 팔과 다리

가 27.1%, 엉덩이가 21.9%, 얼굴이 5.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팔과 다리, 엉덩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χ 2=40.06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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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n
Maintainm
ent/ Care  
of Health

Self 
Control

Doctor's 
recommen
d

Daily 
Practice Others 

   

(p)

Age

20~29 17 29.40 35.30 11.80 17.60 5.90 

12.833
(.118)

30~39 78 44.90 48.70  2.60  2.60  1.30  

40~49 1 0.00 100.00  0.00  0.00  0.00  

Occupation

House work 59 45.80 44.10  3.40  5.10  1.70  

13.701
(.621)

Office work 20 45.00 50.00  0.00  0.00  5.00  

Professional 14 14.30 57.10  14.30  14.30  0.00  

Part-time 1 100.00 0.00  0.00  0.00  0.00  

No remark 2 50.00 50.00  0.00  0.00  0.00  

Income    
(x1000 KRW)

< 999 33 33.30 51.50  6.10  9.10  0.00  

17.546
(.351)

1000~1999 13 46.20 53.80  0.00  0.00  0.00  

2000~2999 31 51.60 29.00  6.50  6.50  6.50  

3000~3999 11 54.50 45.50  0.00  0.00  0.00  

> 4000 8 12.50 87.50  0.00  0.00  0.00  

Skin type

Not  known 2 0.00 50.00  0.00  50.00  0.00  

14.743
(.544)

Oily 10 50.00 50.00  0.00  0.00  0.00  

Dry 23 52.20 43.50  0.00  4.30  0.00  

Sensitive 17 41.20 41.20  5.90  5.90  5.90  

complicate 44 36.40 50.00  6.80  4.50  2.30  

Table 4. Perception of the requirement of body shape control during pregnant or lactation

periods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형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자가진단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리와 예방이 41.7%, 평소 관리가 5.2%, 의사권유가 

4.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이 자가진단

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월평균 수입이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피부타입에 따라서는 잘 모름, 지성, 복합성이 자가진단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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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n No Control
(%)

Diet Control 
& Exercise

(%)

Vitamin or 
Supplement
ary Foods 

(%)

Other 
treatments

(%)
χ 2

(p)

Age

20~29 17 41.20 58.80 0.00 0.00 

2.613
(.856)

30~39 78 42.30 51.30  2.60  3.80  

40~49 1 100.00 0.00  0.00  0.00  

Occupation

House work 59 44.10 52.50  0.00  3.40  

15.242
(.228)

Office work 20 55.00 30.00  10.00  5.00  

Professional 14 21.40 78.60  0.00  0.00  

Part-time 1 0.00 100.00  0.00  0.00  

No remark 2 50.00 50.00  0.00  0.00  

Income    
(x1000 KRW)

< 999 33 36.40 60.60  0.00  3.00  

9.546
(.656)

1000~1999 13 61.50 38.50  0.00  0.00  

2000~2999 31 35.50 51.60  6.50  6.50  

3000~3999 11 54.50 45.50  0.00  0.00  

> 4000 8 50.00 50.00  0.00  0.00  

Skin type

Not  known 2 0.00 100.00  0.00  0.00  

10.513
(.571)

Oily 10 40.00 60.00  0.00  0.00  

Dry 23 39.10 52.20  8.70  0.00  

Sensitive 17 41.20 52.90  0.00  5.90  

complicate 44 47.70 47.70  0.00  4.50  

Table 5. Control methods for the body shape during pregnant and lactation periods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고 있는 체형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식단조절 및 운동이 

52.1%로 과반수 이상 이었으며, 관리안함이 42.7%, 식품보조제 섭취가 2.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에 따라서는 시간제 근무 여성이 식단조절 및 운동이라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상인 구간보다 

99만 원 이하인 집단이,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잘 모름이 식단조절 및 운동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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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 변화 관심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변화에 대한 관심 정도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이 피부변화에 대한 관심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대체로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민감

성이 피부변화에 대한 관심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6. Concern over the changes of skin patterns during pregnant or lactation women

Classifications n M SD F p

Age

20~29 17 7.94 1.478

.781 .46130~39 78 8.31 1.833

40~49 1 10.00 .

Occupation

House work 59 8.14 1.737

.640 .635

Office work 20 8.15 2.134

Professional 14 8.79 1.477

Part-time 1 8.00 .

No remark 2 9.50 .707

Income    
(x1000 KRW)

< 999 33 7.97 1.895

.542 .705

1000~1999 13 8.15 2.340

2000~2999 31 8.52 1.568

3000~3999 11 8.18 1.250

> 4000 8 8.75 1.753

Skin type

Not  known 2 8.00 2.828

.539 .708

Oily 10 8.50 1.581

Dry 23 7.91 2.043

Sensitive 17 8.71 1.448

complicate 44 8.23 1.777

2) 피부 관리 필요성 

앞의 <표 2> 에서 피부개선을 위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보면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96.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1%

로 나타났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지성, 건성은 피부개선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는 응답이 각각 100.0%로 타 피부 타입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잘 모름은 느끼지 않는

다는 응답이 50.0%로 타 피부 타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χ 2=16.11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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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n Color Skin   
Pattern

Stretch 
Marks

Nail   
& Hair

Other  
 Part χ 2

(p)

Age

20~29 17 29.40 23.50  35.30  0.00  11.80  

8.299
(.405)

30~39 78 44.90 33.30  14.10  2.60  5.10  

40~49 1 0.00 100.00  0.00  0.00  0.00  

Occupation

House work 59 45.80 30.50  18.60  1.70  3.40  

14.279
(.578)

Office work 20 30.00 40.00  20.00  5.00  5.00  

Professional 14 42.90 28.60  14.30  0.00  14.30  

Part-time 1 0.00 100.00  0.00  0.00  0.00  

No remark 2 50.00 0.00  0.00  0.00  50.00  

Income    
(x1000 KRW)

< 999 33 39.40 33.30  18.20  3.00  6.10  

12.152
(.733)

1000~1999 13 53.80 38.50  7.70  0.00  0.00  

2000~2999 31 48.40 29.00  12.90  3.20  6.50  

3000~3999 11 27.30 18.20  45.50  0.00  9.10  

> 4000 8 25.00 50.00  12.50  0.00  12.50  

Skin type

Not  known 2 0.00 50.00  0.00  0.00  50.00  

22.269
(.135)

Oily 10 30.00 20.00  40.00  10.00  0.00  

Dry 23 47.80 39.10  8.70  4.30  0.00  

Sensitive 17 29.40 41.20  17.60  0.00  11.80  

complicate 44 47.70 27.30  18.20  0.00  6.80  

3) 피부 관리 관심 부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관심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색소침착이 41.7%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다음으로 피부의 타입 변화가 32.3%, 튼 살이 

17.7%, 손톱과 모발건강이 2.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30-39세 이하가, 직업에 

따라서는 전업주부가 색소침착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대체로 

월평균 수입이 적을수록, 피부타입에 따라서는 건성이 색소침착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7. Concern over the part of skin or the symptoms of nail and hair during pregnant and

lactation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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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n Care  of 
Health

Self 
Control

Doctor's 
recommend

Daily 
Practice Others 

   (p)

Age

20~29 17 58.80 23.50 0.00 5.90 11.80 
4.162
(.842)

30~39 78 48.70 39.70  1.30  6.40  3.80  

40~49 1 100.00 0.00  0.00  0.00  0.00  

Occupation

House work 59 55.90 37.30  0.00  3.40  3.40  

13.536
(.633)

Office work 20 40.00 35.00  0.00  15.00  10.00  

Professional 14 50.00 28.60  7.10  7.10  7.10  

Part-time 1 0.00 100.00  0.00  0.00  0.00  

No remark 2 50.00 50.00  0.00  0.00  0.00  

Income    
(x1000 KRW)

< 999 33 57.60 36.40  0.00  3.00  3.00  

25.789
(.057)

1000~1999 13 84.60 15.40  0.00  0.00  0.00  

2000~2999 31 38.70 35.50  3.20  16.10  6.50  

3000~3999 11 36.40 63.60  0.00  0.00  0.00  

> 4000 8 37.50 37.50  0.00  0.00  25.00  

Skin type

Not  known 2 100.00 0.00  0.00  0.00  0.00  

17.839
(.333)

Oily 10 60.00 20.00  0.00  20.00  0.00  

Dry 23 52.20 39.10  0.00  8.70  0.00  

Sensitive 17 58.80 23.50  5.90  0.00  11.80  

complicate 44 43.20 45.50  0.00  4.50  6.80  

4) 피부 관리 필요성 진단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관리와 예방이 

51.0%로 과반이상이었고 자가진단이 36.5%, 평소 관리가 6.3%, 의사권유가 1.0% 순으로 나타났

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39세 이하보다 만 40-49세 이하가, 직업에 따라서는 전업주부가 관리

와 예방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대체로 월평균 수입이 적을수록,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잘 모름이 관리와 예방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8. Perception of requirement for enhancing of skin, nail and hair during pregnant and

lactation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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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n
No. 

Control
(%)

Diet 
Control & 
Exercise

(%)

Vitamin or 
Supplemen
tary Foods 

(%)

Doctor’s 
Treatment

(%)

Other 
treatments

(%)
χ 2

(p)

Age

20~29 17 35.30 35.30 17.60 5.90 5.90 

5.658
(.685)

30~39 78 42.30 16.70  17.90  3.80  19.20  

40~49 1 100.00 0.00  0.00  0.00  0.00  

Occupation

House work 59 40.70 23.70  16.90  0.00  18.60  

30.36
8*

(.016)

Office work 20 65.00 10.00  5.00  10.00  10.00  

Professional 14 7.10 14.30  42.90  14.30  21.40  

Part-time 1 0.00 100.00  0.00  0.00  0.00  

No remark 2 100.00 0.00  0.00  0.00  0.00  

Income    
(x1000 
KRW)

< 999 33 27.30 30.30  21.20  0.00  21.20  

21.59
6

(.157)

1000~1999 13 69.20 15.40  0.00  15.40  0.00  

2000~2999 31 41.90 16.10  16.10  6.50  19.40  

3000~3999 11 45.50 18.20  18.20  0.00  18.20  

> 4000 8 50.00 0.00  37.50  0.00  12.50  

Skin type

Not  known 2 0.00 0.00  100.00  0.00  0.00  

33.25
3**

(.007)

Oily 10 30.00 20.00  0.00  30.00  20.00  

Dry 23 43.50 30.40  8.70  0.00  17.40  

Sensitive 17 47.10 17.60  23.50  0.00  11.80  

complicate 44 43.20 15.90  20.50  2.30  18.20  

  5) 피부 관리 개선 방안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하고 있는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관리안함이 

41.7%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식단조절 및 운동이 19.8%, 식품보조제 섭취가 17.7%, 전문 관

리실 혹은 병원치료가 4.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직은 관리안함이 65.0%로 

타 직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전문직은 보조식품의 섭취가 42.9%, 시간제근무는 식단

조절 및 운동이 100.0%로 타 직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χ 2=30.368, p<.05).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민감성은 관리안함이 47.1%로 타 피부타입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

면에 건성은 식단조절 및 운동이 30.4%, 잘 모름은 식품보조제 섭취가 100.0%로 타 피부타입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 χ 2=33.253, p<.01).

Table 9. Control methods for skin, nail and hair during pregnant and lactation periods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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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와 수유부의 영양관리 관심도와 미용효과 만족도 조사

임신 및 수유 전후로 미용관리를 위하여 보조식품 섭취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용 관리용 보조

식품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2.2%로 나

타났다.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미용증진 보조식품에 대한 관심 정도는 전업주부가 직장 여성

보다(F=4.946, p<.01), 월평균 수입이 높은 여성들이 낮은 여성들보다(F=2.856, p<.05) 높게 나타

났다. 미용증진 보조식품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만 20-29세 이하의 여성, 직장인 여성보다 

전업주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수입이 높고 지성 피부를 가진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 여성들의 임신을 앞

둔 가임기의 여성이나, 임신 중인 여성, 및 수유 중인 여성들의 보조식품의 섭취에 대한 관심

도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임기의 여성은 섭취의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편이었고, 

임신 중인 시기에는 태아를 고려하여 영양 증진 식품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유 중인 

시기에는 미용 증진 및 체형 회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섭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시기별 여성들의 미용 개선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조식품 개발에는 

더욱 세부적인 미용분야로 확대하여 추가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 후 영양관리에 대한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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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피부변화에 대한 관심도

• 출산 후 체형변화에 대한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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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증진 식품보조제에 대한 만족도

• 미용증진 식품보조제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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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후 여성대상 137명 설문조사 1. 출산 후 여성대상 137명 설문조사

○ 1차 개발제품에 대한 임상실험

  수유 기간별 체형 변화에 따른 미용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설문 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자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조사 및 개발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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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부 대상 26명 설문조사
2. 임산부 대상 26명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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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출산 후 여성 137명 및 임산부 26명 임상 실험 참여 희망자 설문조사 결과

1.이름 2.나
이

3.귀하의  현재 
상태

4.거주지역과 
건 강 검 진 
병원 방문 
가능여부

5. 임신 
산 전 검 사
서 
제 출 가 능
여부

6. 평소식습관이나 운동습관(자유롭게 작성)

7. 검강 
검진 
결과서 
활용 
동의

조혜림 35 11세 6세 여아 
2명 가능 가능 집밥 위주 식사 운동은 스트레칭정도 동의

손지운 만33
세

출산 후 32개월 
자녀 1명

서울동대문구 
거 주 / 
방문가능

불가능 1일2식 / 운동량 거의 없음 동의

추혜민 35 출산 후 21개월 강 서 구 , 
미즈메디병원 불가능 야채식위주의 식사, 운동은 열심히 하지는 

않음 동의

차유진 27 출산 후 8 
개월차 자녀2

대 전 
방문가능 가능

불규칙적이고 3끼를 다챙기지 못할 때도 있는
데, 그럴 경우 폭식이나 과식이 잦아요. 술도 
굉장히좋아하구요..

운동은 생각날 때 마다 하는 편

동의

조윤희 33세 수유 중, 백일신
생아

마 포 ㅡ 
가능합니다 가능

지금 아기 때문에 규칙적으로는 못 챙기지만 
모유 수유때문에 영양가 있는 건 
먹으려구합니다. 영양제도 꾸준히 먹구요. 
운동은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동의

강혜란 33 수유 중  3개월  
1명

울 산  
지 정 병 원 
청담 인거죠?  
아니요

가능
평소 대충 먹는 편. 모유 수유하면서 
챙겨먹는다고는 하나 밥에 반찬 한두가지 
정도 운동은 요가2년이끝 

동의

윤희선 40 출산 후 8개월. 
자녀1명

강 릉 . 
방문가능 가능 일1회 식사 차려서 먹고 주변에서 해산물을 

많이 먹음. 운동은 육아로 거의 못함. 동의

이현주 34세 출산 후 29개월, 
자녀1명. 가능해요. 가능 주3회 필라테스. 약간의 폭식, 식욕절제가 

어려움. 먹는 양이 많음. 동의

권수영 33 출산 후1 7개월 
자녀2명

청 주 
방문불가ㅠ 가능 폭식도 하고 저녁을 늦게 먹는 편이에요. 

산책정도만 하고 있어요 동의

임조아 23 출산 후 25개월 서 울 시 불가능 고기 위주의 식단으로 운동 전혀 없음 동의

  

    

   -  시험제품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10월 현재 총 26명의 임상실험 대상자를 확보하여 출

산 후 여성 및 수유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 중임. 임상실험이 완료한 대상자

는 3명임

     표. 1 26명의 임상실험 희망자들의 조사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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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1명 영등포구

정의경 33세 23개월 여아 1명 경기도남양주
시  가능 가능

운동량은 가까운 거리는 걷기, 평소 식습관은 
아침은 거르고 물도 하루 한 두잔 정도 , 
점심도 거르거나 기름진 음식, 저녁은  
야식으로 치킨 피자 등을 먹음 하루 세끼를 
다 챙긴 적이 거의 없고 영양소도 한가지만 
집중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고 빨리 
떼우려할때가 많음

동의

정명선 31 출산 후 14개월. 
첫째 남아

인 천 . 
방문가능 가능 아기 먹는 시간에 대충 때움. 동의

이민정 39세 출후 53개월 
자녀는 1명

거주지역 - 
청주 가능 소식하고 있어요. 걷기 많이 하고 있네요! 동의

김혜진 28 첫째 출산후 
10개월

경기도성남 / 
방문가능 가능

식사시간은 불규칙적이고 보통 하루에 2끼 
정도 먹음ㅠ 운동은 주로 아기 띠하고 
마트까지 걸어 다니기 아기안고 앉았다  
일어나기 자기 전 하늘자전거와 스트레칭 
정도

동의

이태숙 35
출산 후 
6 개 월 지 남 
자녀1명

청 주 
.방문물가능 가능 없음 동의

신선영 32

모유 수유 중, 만
7개월, 자녀1명, 
현재 밤중 수유
로 지속적인 잠
을 자지 못하는 
상황

관 악 구 , 
피부과방문가
능

가능
가리는 음식 없이 다 잘 먹는 편, 매콤한 것을 
좋아함.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나 요즘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음.

동의

윤상희 29 첫 딸13개월 전남 목포 가능 불규칙한식사와 운동 거의 안해요 동의

허윤 38 출산 후 10개월 
자녀 1명 네 불가능

식습관 불규칙 오후 12시 이후 첫끼

운동은. 아기 때문에 지금은 못함

동의하지 
않음

김정애 28 출산 6개월 
첫아이 인천-가능 가능 아이때문에 제때 챙겨먹지 못함/ 아이와 함께 

걷는 정도의 운동만 진행 동의

설지영 31 임신 중 17주 안 산 - 방 문 가
능 불가능

불규칙한 식습관이고 첫째아이랑 평소에 공원 
가서 걷는 걸 하고 따로 운동은 안하고 
있어요.

동의

오자윤 33 출산 후 15 
개월,자녀1명

경기 의정부, 
방문가능 불가능

올빼미 타입이라 야식이 잦고 군것질을 
좋아합니다. 운동은 대중 교통 대신 걷기를 
이따금 합니다  

동의

이지현 34 수유 중. 출산 후 
5개월. 자녀 1명

구로구 거주. 
병원방문가능 가능 하루 두끼 주로 집밥을 먹으며 운동은 안함 동의

김원정 36세 임신 중 서울. 가능함 불가능

빵 그래놀라 현미밥 야채 및 두부 고기 등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신 전에는 
빠르게 걷기를 주로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필라테스 하고 있습니다.

동의

  

 

○ 식품 원료에 함유된 유효 성분에 대한 피부 탄력 증가 효용성 분석

- 원료 6가지 : 검은 콩, 병아리 콩, 타이거 너트, 렌틸 콩, 아보카도, 귀리

- 유효 성분 : 30% 알콜 추출물 중에 함유된 성분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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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식품 원료 8종의 피부 탄력 증가 효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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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식 개발용 식품원료 분석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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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vitro skin test 및 자가 임상테스트에 의한 피부 미용 증진효과 효용성 분석

- 선정된 in vitro 방법에 의한 skin test 실시 및 결과 분석

  이 항목은 오라클 피부과병원에서 실시하는 조사항목의 하나로 분석하고 있음. 

- 임상 대상자에 대한 적응적 자가 임상 테스트 실시 및 결과 분석 

  자가적 임상테스트를 하는 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든 대상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피부

에 대한 관심도, 피부 관리 필요성을 진단하는 방법 및 피부 관리 부위 등에 대하여 대상자

를 연령, 수입수준, 직업, 및 피부 타입 등 4개 영역별로 구분하여 조사연구 하였음.  

○ 국내외 동종 제품에 대한 피부 탄력 증가 효용성 분석

  

 - 현재 해외 구매 원료 샘플 및 상품 30여 종 확보하여 2차 년도에 2종 분석 완료함

  - 분석결과 2 종의 제품 모두 미용증진 효과 없음.

  - 제품 1 Collagen Powder (Vita-Beauty사 제품, 제품명: Collageen, Poeder, Collagen Type )

 

- 제품 2 Clear Skin Powder (Viridian사 제품, 제품명: Clear Skin Complex, (Tablet/Capsule 형)

       

○  국외 식품 조사 및 확보 

  (1) 구입하고자 하는 식품 사전 조사 내용 

Mintel (검색 조건: maternal or pregnant; 식품; 하위 카테고리: 음료,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원

재료: Biotin, Lutein, Target Extract)을 통하여 여성의 미용 증진을 위한 영양식품 계열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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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품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총 27 제품 중 동일 라인을 제외한 22개 제품이 

도출되었다. 

이들 식품을 미용 부위를 기준으로 제품의 유형을 나누어 본 결과 Table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제품들의 제조국가로 볼 때 영국이 가장 활발한 이용영양 및 건강식품 개발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2. 해외 식품 구입 결과  

Nihon-yorozuya.com이나 iHerb와 같은 인터넷 건강기능성식품 web site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용식품들은 제품 유형별로 차

(tea) 등의 드링크류, 분말, 정제·캡슐·소프트 젤 등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인체의 

미용 향상 목표 부위는 피부, 머리·손톱·피부 등 복합 부위, 다리·바디 및 토탈 케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용관련 식품의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물질들은 곡류, 두류, 과일, 야채, 야생초, 생선 

등으로서 전체 또는 지방 등의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산부 수유부의 영양 균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식품이나 보조 식품 등은 다양한 

편이었으나 미용 식품이나 미용 향상을 위한 보조 식품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예외적으로 

임산부 및 수유부의 섭취를 제한 또는 금지 문구를 기재하는 형식으로 미용건강 식품의 섭취

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었다. 

3. 학술적 연구내용 고찰

  국내에서 이루어진 임산부 및 수유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임신 중 또는 수유 중 영양 균

형을 위한 영양소 섭취기준과 관련된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

르면 3,772명의 임산부 및 수유부의 영양소 섭취기준을 조사한 결과 임신 초중말기 3단계와 수

유단계에서 모든 영양소 섭취량은 기준량의 10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산부 

몸체와 태아의 골격구성에 필수적인 칼슘은 1일 700mg 기준량의 69.16%, 수유부는 67.84%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Chun 등 (2003), Choi 등 (2006), Jang 등 (2015), 

Choi 등(2016)의 연구결과 들과 같은 경향이었다. 따라서 칼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임산부 수유부들이 섭취하는 칼슘 급원식품을 조사한 결과 채소류(126mg), 우유류 (109mg), 

어패류 (73mg) 등이 함량이 높고 칼슘 흡수율도 타 식품의 19~20%에 비해 월등히 높은 60%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식품을 통하여 산모나 태아 또는 유모나 유아 등에게 부족한 성

분들을 보충하려는 인식들은 다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Jang 등(2012)은 임산부 수유부들의 

시기별 표준건강식단을 개발하면서 보충용 식품을 섭취하는 1598명의 임산부 및 104명의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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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두 정상 식이를 섭취한 그룹보다 칼슘 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칼슘

을 보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철분과 엽산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보충식품이었기 때

문인 것이라고 하였다. 철분과 엽산 외에 비타민류 등 국내외에서 임산부 및 수유부들을 위해 

판매 중인 제품들은 간혹 건강기능성 식품 판매장이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SNS (iHerb, 

Nihon-Yorozuya 등)을 통해서 판매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inner health outer beauty 제품들이 있지만 임산부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용 건강식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용 증진용 식품 개발에 유의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의 논문으로는 임신 중 임산

부가 Methimazole에 노출된 후 선천적 피부발육 부전증이 발생한 사례 연구 (박 등, 2006)과  

은 산모의 모발의 중금속 함량이 조기분만의 원인이나 태아 발달에 지장을 주는가를 연구한 

결과 정상 분만 산모와 조기분만 산모간 중금속 함량이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 (이 

등, 2010)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매우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Mintel (검색 조건: maternal or pregnant; 식품; 하위 카테고리: 음료,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원재료: Biotin, Lutein, Targets Extract)을 통하여 여성의 미용 증진을 위한 영양식품 계열의 

건강기능성 식품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총 27 제품 중 동일 라인을 제외한 22개 

제품이 도출되었다. Nihon-yorozuya이나 iHerb와 같은 인터넷 건강기능성식품 web site에서 판

매하는 제품과 유럽 3개국 시장에서 조사한 결과도 함께 수록하였다. Table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용식품들은 제품 유형별로 차(tea) 등의 드링크 또는 드링크화 할 수 있는 분말, 배합 

분말, 정제·캡슐·소프트 젤, 그리고 오일 등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제품들은 

인체의 미용 향상 목표 부위에 따라서 얼굴· 피부, 머리·손톱·피부 복합 부위, 다리·전신 

및 토탈 케어 등으로 구분되었다.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물질들은 각기 인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곡류, 두류, 과일, 야채, 야생초, 생선 등으로서 전체 또는 지방 등의 추

출물을 첨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산부 수유부의 영양 균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식품이나 보조 식품 등은 다양한 편이었으나 미용 식품이나 미용 향상을 위한 보조 식

품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예외적으로 임산부 및 수유부의 섭취를 제한 또는 금지 문구를 

기재하는 형식으로 미용건강 식품의 섭취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산부 수유부들

이 미용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배경 변인들을 조사하여 그러한 식품의 필요성을 조사한 본 

연구의 시도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임신을 예정하고 있는 여성들이 고

려하고 있는 보조식품 선택요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능성 성분들의 제조 공정 중 유효성 유지, 

섭취의 편리성을 고려한 제품의 제형, 태아에 미치는 유해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검토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45 -

표 1 해외 미용식품  제조원별 구입제품 목록표

No. Manufacturer Product Name Targets Type of Food

1 Keypharm Biotona Skin Food Skin Powder

2 Keypharm Physali Happy Mama
Breast Feeding 
support

Dringkable 

3 Keypharm Physalis Cheveux et Ongles Hair Tablets

4 NIMH
Health & Heather Organic 
Pomegrante

Skin
Drinkable 
T-bag

5 Purasana Super Food Camu Camu Berry Body Powder

6 Tilman Fenouil-Anis (Fennel & Anise)
Breast Feeding 
support

D r i n k a b l e 
T-bag

7 MGD Bio Chardon Marie Skin Tablet 

8 V&Health Super Multi 120 Tabletten Nutrition Balance Tablets

9 Mattison Absolute Moringa Blad Poeder Total health Powder

10 Viridian Pregnancy Complex (Multi-Vitamines) Nutrition Balance Capsule

11 Viridian Organic Ultimate Beauty Oil Total Body Oil

12 Viridian Clear Skin Complex Skin Capsules/Tab.

13 Viridian Organic Herbal Female Complex Total Body Tablets

14 Viridian Ultimate Beauty complex Beauty Tablets

15 Viridian Organic Coconut oil Nutrition (fatty acids) Oil

16 Vita-Beauty Collacaps (Collagen Type I) Skin Capsules/Tab.

17 Vita-Beauty Collageen Poeder (Collagen Type I) Skin Powder

18 Solga Skin, Nails, and Hair Formula SNH Tablets

19 Solga
Hyaluronic Acid Complex (Biocell 
Collagen II)

Skin Capsules

20 H&B H&B Collagen Skin Tablets

21 H&B H&B Cranberry Conc. (with Vitamines) Beauty Tablets

22 H&B H&B Huid HAAR Nagels SNH Tablets

23 NN NN Blue Berry Eye Capsule

24 Biover Biover Compleet Mama Nutrition for Pregnant Capules/Tab.

25 Delicious Delicious 20 Kruiden Drank Beauty Drink

26 Cynactif Lab. Cynactif Dermactif Anti-Age Capsule

27 Cynactif Lab. Cynactif Capactifs, Cheveux et Ongles Hair Capsule

28 Oenobio Oenobio La Croissances des cheveux Revital Tablets

29 UMSTELLUNG Leindotter Speiseoil Nutrition(fatty acids) Oil



- 246 -

표 2. 해외 미용식품 구입 제품의 목표부위 및 제형별 분류 

Specific 
Targets 
for 
Outer 
Beauty 

Type of Supplemt Foods 

Drink & Drinkable 
Supplements

Formulated Powder
Tablets, Capsules & Soft 
gel

Oil

Hair, 
Nails & 
Skin

- Biotona Skin Food - Cynactif Capactifs, Cheveux 

et Ongles
- Physalis Cheveux et Ongles
- Skin, Nails, and Hair        

  Formula
- H&B Huid HAAR Nagels

Skin Care

- Health & 
Heather Organic 
Pomegrante

- Collageen Poeder 
(Collagen Type I)

- Bio Chardon Marie 
- Clear Skin Complex
- Collacaps (Collagen Type I)
- Hyaluronic Acid Complex    

 (Biocell Collagen II)
- H&B Collagen

Beauty & 
Total 
Body

- Delicious 20 
Kruiden Drank 

- Super Food Camu 
Camu Berry

- Organic Herbal Female 
Complex

- Ultimate Beauty complex
- H&B Cranberry Conc. (with 

Vitamines)

- Organic 
Ultimate 
Beauty Oil

Anti-Age 
& Eye

- Cynactif Dermactif

- NN Blue Berry

Nutrition 
Balance 
& 
Breast 
Feeding 

- Physali Happy 
Mama

- Fenouil-Anis 
- Delicious 20 

Kruiden Drank 
-

- Absolute Moringa 
Blad Poeder

- Oenobio La Croissances 

des cheveux
- Biover Compleet Mama 

Maman Complet
- Super Multi 120 Tabletten
- Pregnancy Complex
- Biover Compleet Mama

- 
Leindotter 
Speiseoil

- Organic   
Coconut  
Oil

-Purchased at the shops of Holland&Barrett, Nieuwstraat 122, 1000, Brussels; Cosmopharma SPRL Nieuwstraat

41, 1000, Brussels; Dame Nature (Galerie City 2) Rue Neuve, 1000, Brussels; Vitaminstore, Beethovenstraat, 59,

1077HN, Amsterdam; Holland & Barrett, Beethovenstraat, 33, 1077 HN, Amsterdam; Phamacien Du Voyage,

95741, Roissy, Charles De Gaule

국내외에서 임산부 및 수유부들을 위해 판매 중인 제품들은 간혹 건강기능성 식품 판매장이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Nihon-Yorozuya(6); iHerb 등(7)을 통해서 판매 중

인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inner health outer beauty 제품들이 있지만 

임산부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용 건강식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용 증진용 식품 개발에 

유의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의 논문으로는 임신 중 임산부가 Methimazole에 노출된 

후 선천적 피부발육 부전증이 발생한 사례를 연구한 박 등(14)의 연구 결과, 은 산모의 모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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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함량이 조기분만의 원인이나 태아 발달에 지장을 주는가를 연구한 결과 정상 분만 산

모와 조기분만 산모간 중금속 함량이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이 등(15)의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매우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Mintel (검색 조건: maternal or 

pregnant; 식품; 하위 카테고리: 음료,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원재료: Biotin, Lutein, Targets 

Extract)을 통하여 여성의 미용 증진을 위한 영양식품 계열의 건강기능성 식품을 조사한 결과

는 Table 14와 같다. 총 27 제품 중 동일 라인을 제외한 22개 제품이 도출되었다. 

  Nihon-yorozuya이나 iHerb와 같은 인터넷 건강기능성식품 web site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유

럽 3개국 시장에서 조사한 결과도 함께 수록하였다. Table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용식품들

은 제품 유형별로 차(tea) 등의 드링크 또는 드링크화 할 수 있는 분말, 배합 분말, 정제·캡

슐·소프트 젤, 그리고 오일 등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제품들은 인체의 미용 

향상 목표 부위에 따라서 얼굴· 피부, 머리·손톱·피부 복합 부위, 다리·전신 및 토탈 케어 

등으로 구분되었다.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물질들은 각기 인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을 가지

고 있는 곡류, 두류, 과일, 야채, 야생초, 생선 등으로서 전체 또는 지방 등의 추출물을 첨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산부 수유부의 영양 균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식품이

나 보조 식품 등은 다양한 편이었으나 미용 식품이나 미용 향상을 위한 보조 식품들은 찾아보

기 어려웠다. 

  국내에는 1980년대 초에 유아식 회사에서 ‘엄마분유’라는 분말 제품이 출시되었으나 당시 

경제적 상황이 산모를 위한 식품 소비수준까지 고려할 수준이 아니어서 곧바로 생산이 중단되

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유제품을 비롯하여 액상, 분말, 다류, 젤리 및 캡슐 또는 정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출시된 제품이 있으며, 그 용도가 건강한 엄마로부터 건강한 아이가 양육된다는 

차원에서 맞춤형 종합 영양식품 또는 건강식품의 형태로 개발되었다(16). 이러한 유형의 보조

식품에 대하여 임산부 및 수유부의 섭취를 제한 또는 금지 문구를 기재하는 형식으로 경고하

고 있는 상태이어 사실상 미용건강 식품의 섭취를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Park 등

(17)이 임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용 식품 개발에 앞서 임산부나 수유 여성들이 관심도

와 섭취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초 조사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으나 그 이전에 연구된 바는 없

었다. 

  따라서 임산부 수유 섭취용 영양보충식품에 추가적으로 피부미용과 모발 성장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첨가한 식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부 수유부들이 미용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배경 변인들을 조사하여 그러한 식품의 필요성을 조사한 본 연구의 시도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임신을 예정하고 있는 여성들이 고려하고 있는 보조식품 선택

요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능성 성분들의 제조 공정 중 유효성 유지, 섭취의 편리성을 고려한 제

품의 제형, 태아에 미치는 유해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검토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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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Targets for 
Outer 
Beauty 

Type of Supplemt Foods 

Drink & 
Drinkable 

Supplements

Formulated 
Powder

Tablets, Capsules & Soft gel Oil

Hair, Nails 
& Skin

*
2)
 Cosmetofruit 
Chile Luxurious 
Hair & Nails 
Drinkable Elixir 
Dietary Supplement 

-
1) 

Biotona Skin Food 

* BeautyScoop The 
Edible Beauty 
Accessary

** Ashahi Premier 
Rich Perfect 
Collagen

- Cynactif Capactifs, Cheveux et 

Ongles

- Physalis Cheveux et Ongles

- Skin, Nails, and Hair Formula

- H&B Huid HAAR Nagels

* Functionalab Advanced 
Nutricosmetic Beauty Dose 
Hair, skin & Nail Food 
Supplement Capsules

* La Biosthethique Marcel 
Contier Methods Regenerante 
Fanelan Synergir Anti-Hairloss 
Complex

* Oenobiol Anti-Chute Capillaire 
NUtritional Supplement to 
Reduce Hair Loss

Skin Care

- Health & Heather 

Organic 

Pomegrante

* Marubi Collage+ 
Shining Blueberry 
Collagen Fruit 
Drink

** Lotte Collagen 
Drink

** Shiseido The 
Collagen EX 
(Enriched Drink V)

- Collageen Poeder 

(Collagen Type I)

* Pola Be White 
Power

* Sarah Chapman 
Skinesis Overnight 
Skin Supplement

* Opti-Tan Formula 
Food Supplement

**
3)
 Lotte Collagen 

Amino Powder
** Ashahi Premier 
Rich Perfect 
Collagen

** Asahi Collagen 
Powder

** Shiseido The 
Collagen EX 
(Enriched Powder)

** Orihiro Placenta 
Collagen Powder 
with Hyaluron (not 
permitted to 

- Bio Chardon Marie 

- Clear Skin Complex

- Collacaps (Collagen Type I)

- Hyaluronic Acid Complex 

(Biocell Collagen II)

- H&B Collagen

* Murad Acne Pure Skin 
Clarifying Dietary Supplement

* BioCorrex Skincare Capsules
* Seven Seas Lumina Skin 

Nutrition Capsules
* Imedeen Tan Optimizer 

Tablets 
* Arbonne RE9 Advanced 

Collagen Support Dietary 
Supplement

* Boots Pharmaceuticals Skin 
Perfection Plus Capsules

** Shiseido Collagen EX (The 
Enriched Tablet)

표 3. 유럽과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용증진 제품 및 원료식품의 사용목표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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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nant/lactating 
women)

Body & 
Total 
Beauty

- Delicious 20 

Kruiden Drank 

* Viwa Vitaminwater 
Body Pro Orange, 
Maracuja & Aloe 
Flavored Still Water 
with Added 
Vitamins

* AFC Green Beauty

- Super Food Camu 

Camu Berry

* Perricone MD 
Nutraceuticals Total 
Skin & Body 
Supplements

* The Edible Beauty 
Accessory

* Neal's Yard 
Remedies Inner 
Beauty Boost 
Supplement

- Organic Herbal Female 

Complex

- Ultimate Beauty complex

- H&B Cranberry Conc. (with 

Vitamines)

* Olay Vitamins Total Effects 7X 
Beautiful Skin & Welness 
Dietary Supplement

** Fancl Beauty Supplement 
Series (Vitamines and 
Collagen)

- Organic 

Ultimate 

Beauty Oil

Anti-Age & 
Eye

- Oenobiol 
Anti-Ageing 
Supplement with 
Q10

- Cynactif Dermactif

- NN Blue Berry
* Functionalab Advanced 

Nutricosmetic Beauty Dose 
Anti-Age Food Supplement 
Capsules

Nutrition 
Balance & 
Breast 
Feeding 

- Physali Happy 

Mama

- Fenouil-Anis 

- Delicious 20 

Kruiden Drank 

- Absolute Moringa 

Blad Poeder

- Oenobio La Croissances des 

cheveux

- Biover Compleet Mama 

Maman Complet

- Super Multi 120 Tabletten

- Pregnancy Complex

- Biover Compleet Mama

- Leindotter 

Speiseoil

- Organic 

Coconut oil

-1) Purchased at the shops of Holland&Barrett, Nieuwstraat 122, 1000, Brussels; Cosmopharma SPRL Nieuwstraat 41, 1000, 
Brussels; Dame Nature (Galerie City 2) Rue Neuve, 1000, Brussels; Vitaminstore, Beethovenstraat, 59, 1077HN, Amsterdam; 
Holland & Barrett, Beethovenstraat, 33, 1077 HN, Amsterdam; Phamacien Du Voyage, 95741, Roissy, Charles De Gaule
*2) MINTEL (Search conditions: maternal or pregnant; Super Category: Drink, Vitamines & Health Supplemenary foods,; Raw 
Materials: Biotin, Lutein, Tagetes Extract)
**3) http://nihon-yorozuya.com

  (3) 제품 개발 적용사항 

  1) 유럽 국가에서도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권장 영양상품이나 미용식품은 매우 드문 것으로 

타나서 국내에서 토탈 뷰티 또는 특정 부위별 뷰티 식품을 개발할 경우 독보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2) 그러한 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이에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기능 향상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기술과 임상학적 효과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일련의 연구 집단화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단기적인 연구 성과를 위해서는 확보한 제품들의 스킨 미용 증진 효과를 테스트 하는 실

험실적 연구기법과 이어 추진되고 있는 임상실험 참가단의 인체 적용 연구결과로 안전성 확보

와 기능성 발현효과를 입증하게 된다면 이 분야 연구를 선두에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관련된 연구 단계에서 예상되는 임상실험 관련 규정 적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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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가 요망된다. 

  5) 주관 기관 및 협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제품의 유형을 다양화 하면서 간식

가리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영양을 충족시키는 배합을 포함한 피부기능 효과를 부수적으로 

가진 전문적인 상품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미용 식품의 피부 개선 효과 연구 내용 (2017년 7월 – 2018년 6월)

  

○  개발 미용 식품

    1) 콩콩콩 쿠키

    2) 타이거 너트 갈수 음료

    3) 아보카도 요구르트

[연구결과 요약] 

피부섬유아세포 Hs68 세포와 keratinocytes HaCaT 세포를 이용한 in vitro 실험 연구를 실시하

여 Pro-collagen type-I C-펩타이드의 합성과 matrix-metalloproteinase (MMP)-1 분비 억제에 대

한 피부 미용식품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개발된 세 가지 피부 건강 식품 중, 

타이거 넛츠 갈수 음료를 제외하고는 콩콩콩 쿠키와 아보카도 요구르트는 콜라겐 1형 C-펩타

이드의 생산과 MMP-1 분비 억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콩콩 쿠키와 플레인 요구

르트 (50㎍/mL, p<0.001) 및 Heath Heather (50㎍/mL, p<0.001), Happy-Hamma (50㎍/mL, 

p<0.01), BioLys (50㎍/mL, p<0.001), Enfamama (25㎍/mL, p<0.0001) 및 Pregnagen (25㎍/mL, 

p<0.001) 등의 상업용 모유 생산 보조 식품 등은 MMP-1 분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아보카도 과일 요구르트 (25㎍/mL, p<0.05), 아보카도 과일 잼 요구르트 (50㎍/mL, p<0.01), 

Enfamama (100㎍/mL, p<0.05), 그리고 Pregnagen (100㎍/mL, p<0.05) 등은 pro-collagen type-I 

펩타이드 생산과 MMP-1 분비 억제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를 위해 개

발된 세 가지 skin care foods 중 아보카도 잼 요구르트가 피부 각질화 예방과 피부 섬유 구조 

회복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보카도는 조화로운 영양

식이나 인체 피부 재생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여겨진다.

[서론] 

임신부 및 모유 수유중인 여성의 영양: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 여성의 피부는 보통 탄력과 질감이 약화된다. 피부 건강 상태 이

외에, 임신 및 모유 수유중인 여성들은 수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신 전의 몸무게 또는 신체 

조성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Winkvist and Rasmussen, 1999). 임신 중 태아 발달을 위한 

영양 보충 식품 섭취와 모유 수유를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류 등 (2017)은 수

유 중인 엄마가 임신 전처럼 몸매나 피부 및 얼굴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고하

였다. 임신부나 사노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관심사는 태이의 영양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자신의 몸매 회복과 피부 탄력 회복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Rhu 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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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이거 너트 갈수 음료 (Jung 등, 2018)와 같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다른 종류의 스킨 

케어 식품과 렌즈 콩, 검은 콩, 병아리 콩 등 3종의 콩으로 구성된 쿠키, 양조효모 (Lee 등, 

2018). 변비 개선을 위한 다시마 쿠키 (Choung 등, 2017)와 입덧 증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생강 

추출물 캔디 등의 개발도 보고되었다 (Kim 등, 2018). 수유부들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타이거 너트 "갈수" 음료는 특허 출원 중에 있다 (Jung 등, 2018).

아보카도의 효능

아보카도는 신선한 식품이나 식물성 기름 및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왔다. 중부 및 남미의 

원산 과일인 아보카도 (Persea americana)는 아즈텍, 잉카, 마야 등 고대 국가에서 식품으로도 

사용되었지만, 아보카도를 얼굴 마스크로도 사용하였다. 1920 년대에 미국의 Pomological 

Society와 미국농무성(USDA)은 상업적 명칭으로 'avocado'를 사용하기 시작했다(Popenoe, 1934). 

아보카도는 기름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안면 피부 건조 완화, 

얼굴의 반점 제거, 피부 수분 공급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아보카도 안면 마스크는 노

화의 주름과 징후를 줄이고 건조한 얼굴 피부를 완화시키며, 각질화 피부 세포를 털어내며, 영

양분을 공급하고 더 젊어 보이는 얼굴로 복원하는 민간요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https://). 

아보카도 오일은 헤어 컨디셔너, 페이스 크림, 핸드 로션 및 목욕 오일을 포함한 다양한 스킨 

케어 및 헤어 케어 제품에 종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https://cosmeticsandkin.com). 그러나 아보

카도가 식품으로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아보카도 피부미용식 효능연구

아보카도는 인체의 피부와 헤어에 유익한 효과가 있어서 민간요법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 산업은 물론 화장품 산업에서 흥미로운 성분으로 여기고 있다. 유가공 산업에서 

임산부 수유부용 미용식 개발에 필요한 아보카도의 지방산 조성이 피부 개선을 활성화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피부 탄

력을 증진시키고 피부 건강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종류의 천연 식품을 조사하였으

며, ω-3 대 ω-6 지방산의 비율이 이상적인 방목우유를 기초로 한 피부미용에 효과적인 유제

품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피부미용 타겟 유제품 개발

1. 아보카도 요구르트 및 EU 시장의 피부 미용식품

150 마리의 홀스타인 젖소를 기르는 목장으로부터 우유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젖소의 사료는 

해당 목장의 곡류와 TMR을 위주의 사료 공급체계에 따라서 급여하였다. 저녁 착유한 120리터

의 우유를 아침에 목장 유가공장으로 이송하였다. 원유는 요구르트 발효조에서 85℃로 5분간 

가열한 후 38℃로 냉각하고, 젖산균 (YF-083, SACCO, Italy)을 접종한 후 우유를 응고시켰다. 

방목 목장에서 생산된 유크림을 원료로 아보카도 버터를 만들고, 10℃로 냉각시킨 요구르트 응

고물과 아보카도 과육 또는 아보카도 잼, 아보카도 버터 등을 혼합하여 아보카도 과육 요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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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Category Brand Name Main Ingredients Manufacturer
Commercial 

Skin   care 
foods

Viridian 
Clear skin   

complex 

Vitamin complex   for skin; 
Blend of botanicals, Carotenoid, 
Probiotics

As Nature 
Intended,   UK

Collagen Powder   
(Collagen Type I)

Collagen hydrolysate,   Vitamin C Vita-Hair and   
Beauty, UK

Biotona Skin   
Food
(Powder)

Natural   phytonutrient cocktail Keypharm Lab.
Belgium

Experimental   
skin care foods

Three Bean   
Cookie

Black bean,   Lentil bean, 
Chickpea

Il-Dong Foodis,   
Korea

Tiger nut Galsu   
drink

Tiger nuts

Avocado Jam 
Yogurt

Milk, Avocado   butter, Avocado 
jam, Starter culture

Mommoms Farm   
Dairy, Korea

Avocado pulp 
Yogurt

Milk, Avocado   butter, Avocado 
pulp, Starter culture

Plain Yogurt Milk, Starter   culture
C o m m e r c i a l   

Breast milk 
p r o d u c t i o n 
support foods

BioLys
(Fennel and Anise)

Sweet fennel   fruit 35%, Aniseed 
36%, Licorice 15%, Fenugreek seed 
10%, Natural lemon 4%

F i l o m e d i a c a   
Trading, Cyprus

Happy Mama Nettle, Fennel, Lemongrass,   
Licorice

Keypharm Lab.   
Belgium

Heat Heather 
( O r g a n i c   
Pomegranate)

Hibiscus, Apple   pomace, Apple 
piece, Liquorice root, Orange peel 
Pomegranate juice granule   (1%)

Heat Heather   
(Holland & Barrett), 
UK

Enfamama Maternal &   lactating formula 
(fortified with Vanilla, DHA)

Mead Johnson   
Nutrition, USA

Pregnagen Special nutrition   drink for 
pregnant women

Kalbe Farma,   
Indonesia

트, 아보카도 잼 요구르트 및 플레인 요구르트 등 3종을 제조하였다.

EU의 자연/기능성 식품 판매장에서 4가지 상업용 스킨케어 식품, 즉 Biotona 스킨 푸드 (벨기

에 Keypham BVBA), 콜라겐 파우더 (영국 Vita-Hair & Beauty), Clear Skin Powder (영국, 

Natural Intended)를 구매했다. 3가지 상업용 스킨케어 음료, 즉 BioLys (Filomediaca, Cyprus)와 

EU국가에서 구매한 모유 생산 촉진 다류, Happy Mama (벨기에 Keypham). 수유부의 영양 균

형과 모유 수유 어머니를 위한 2가지 배합 분말인 Enfamama (Mead Johnson Nutrition, USA)와 

Prenagen (Kalbe Farma, Indonesia)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구입했다 (Table 1).

Table 1. Skin care foods tested for in vitro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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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PUFA 분석

우유 및 버터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하기 위해 FID 검출기가 장착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HP7890, Hewlett Packard Co., U.S.A.), 모세관 컬럼 (SP-2560, 100 m x 0.25 mm x 0.2 μm)을 

사용하였다. 지방산 분석 시료의 조제는 한국 FDA (2017; www.mfds.go.kr)의 시험법에 따라서 

조제하였다. N2가스는 1.80 mL/min의 유속으로 흐르게 하였으며, 시료 주입구 온도는 225℃였

다. 가열오븐 온도는 140℃에서 5 분간 유지하고 1.5℃/min의 속도로 200℃까지 높였고, 200℃

에서 4 분간 유지한 후 다시 240℃로 3 ℃/min 로 상승시키고 240℃에서 15분 동안 유지하였

다. FID 검출기 온도는 270-285℃로 설정하였다. FA (%)의 백분율은 평균 보정 계수 (f'1)의 합

에 각 피크 면적 (PaAi, s)을 곱한 다음 피크의 백분율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써, Σ (f'1 × PAi, 

s)를 구하고, 전체 피크들의 합을 100%로 하여 각 피크의 면적을 나누어 g/100 g FA로 표시하

였다.

3. In vitro 분석

1) 시료 준비

아보카도 요구르트, 타이거너츠 갈수 음료, 콩콩콩 쿠키 및 상업용 스킨 케어 식품 등의 시료 

에틸알코올 용액 10 배에 혼합하여 초음파 세척기 (Branson 5510, Marshall Instruments, USA)

에서 30 분간 3 회 반복하여 처리하였다. 각 시료 추출물은 0.22 ㎛ 필터 (Millipore 's, USA)로 

여과하고, 여액으로부터 용매를 제거하였다. 그 후 여과액은 48 시간 동안 동결 건조시켰다. 

2) 피부 세포 재생효과 실험

피부 세포 재생효과 실험에는 섬유아세포 Hs68 세포주 (ATCC® CRL1635 ™, Sigma-Aldrich, 

Manassas, VA. U.S.A.), 각질화 세포 HaCaT 세포주 (CLS, Eppelheim, Germany)를 사용하였다.

 

  세포생존력측정: 세포 생존력은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서 MTT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활

성화시킨 세포 배양물을 96 well 플레이트에 배양용 배지 100 μL씩 각 well마다 접종하고 

24~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MTT 용액을 첨가하고 CO2배양기에서 37℃에서 2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세포에서 형성된 formazan blue의 흡광도는 ELISA 마이크로 플레이트 판독기 

(Molecular Devices Inc., Sunny Vale, CA, USA)를 사용하여 420 nm의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Pro collagen type I 펩타이드 분석: Type I C-펩타이드 EIA 키트 (Takara Medical, Inc., Japan)

를 사용하여 ELISA 분석을 하였다. 키트의 모든 시약과 샘플을 실온에 저장하였으며, 모든 시

험 용액들은 사용하기 직전에 균일하게 섞여서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사용하였다. 

면역 반응을 위해 100 μL의 항체-POD 혼합용액을 각 well로 옮기고, 이어서 20 μL의 시료 

또는 표준 용액을 첨가하였다. 이들 용액을 즉시 혼합한 후, microtiter plate를 알루미늄 호일

로 밀봉하고 37℃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Well 내용물을 흡입기로 취하여 버리고 400μL 

세척용 완충액으로 4번 세척하였다. 각 세척 단계에서 microplate를 뒤집어서 종이 타월로 가

볍게 두드려서 well을 완전히 비웠다. 기질배양을 위해서는기질용액 (TMBZ) 100 μL를 각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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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첨가하고 실온에서 15분 동안 배양하였다. 각 well에 반응정지용 용액 100 μL를 가하였다. 

Plate reader 판독기를 사용하여 45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흡광도에 대한 PIP 농도를 

플롯하여 표준 곡선을 구하였다.

MMP-1 효소 분비능력 측정: 시료 용액과 표준 용액은 제조사 (Cells Biologics, Chicago, IL, 

USA)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서 제조하였다. 표준 용액 100 μL를 미리 코팅 된 96-well plate에 

분주하였다. 일련의 세포 희석액 100 μL를 빈 well 넣고, 96-well plate를 덮은 상태로 37℃에

서 90분 동안 배양하였다. 각 세척 단계에서 microplate를 뒤집어서 종이 타월로 가볍게 두드

려서 well을 완전히 비웠다. 100 L의 biotinylate antibody 용액 (1:100)을 각 well에 첨가하고 3

7℃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플레이트를 300 μL PBS 세척 완충액으로 5 회 세척하고 

plate를 종이 타월로 blotting 하였다. ABC working solution 1 mL를 각 well에 넣고 37℃에서 

30분간 배양하였다. 다시 플레이트를 300 μL PBS 세척 완충액으로 5회 세척하고 plate를 종이 

타월로 blotting 하였다. 각 well에 TMB 발색용 시약을 첨가하고 37℃에서 15분간 배양한 후 

TMB 용액을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액에 나타난 황색의 강도를 microplate 판독기를 

사용하여 450 nm에서의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시료의 흡광도에서 blank의 흡광

도를 공제한 relative O.D.값으로 계산하였다. 각 표준 용액의 450nm에서의 흡광도에 대한 표

준 용액의 농도를 플롯하여 표준 곡선을 구하였다. 

4. 통계 분석

통계에 사용하는 값들은 3회의 실험 결과로부터 평균±표준편차로 구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t test와 p <0.05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1. 농장 우유와 아보카도 요구르트 조성

아보카도 요구르트를 만들기 위한 원료로서 농장 우유와 아보카도 버터의 영양성분 및 PUFA 

조성을 표 2에 요약하였다. 지방 및 단백질 함량은 요구르트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방산 조성

은 만면 피부 상태를 개선하고 동시에 모유 수유를 촉진하는 식품으로서 영양 조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불포화 지방산 (UFA)의 함량, ω-6/ω-3의 비율, 동맥경화유발지수 (Atherogenic 

index: AI), LA/ALA의 비율 등은 인간 질병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아보카도 요구르트

는 아보카도 과일 또는 잼과 ω-3가 풍부한 목장 버터 (Park 등, 2018; Lee 등, 2019)의 혼합물

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아보카도의 높은 ω-6 UFA 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보카도 요

구르트의 UFA 함량은 원유의 28.89 %에서 지방산 조성의 47.1%로 증가하였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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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ents Farm Milk 1) Avocado Yogurt 2)

Composition

(%) 

Fat 3.96±0.001 -

Protein 3.37±0.001 -

Lactose 4.60±0.010 -

Solid-not-fat 9.11±0.010 -

Total solids 13.08±0.010 -

Physical

Properties

pH 6.71±0.000 -

Freezing (-m℃) 556±0.003 -

Specific gravity 1.031±0.00 -

PUFA

Composition

UFA (g/100g FA) 28.89±11.58 47.13±0.02

Total PUFA (g/100g FA) 4.23±0.55 5.37±0.01

ω-6/ω-3 ratio
3)

6.31±0.33 7.52±2.06

Atherogenicity index 4) 0.55±0.53 1.13±0.02

LA/ALA ratio 9.09±0.28 7.82±0.01

Table 2. Nutrition composition of farm milk and avocado yoghurt

1) TMR fed cows’ milk; 2)Avocadobutteraddedtoavocadojamyogurt;3) The sum of linoleic acid + γ-linolenic acid + 
homo-γ-linolenic acid + arachidonic acid was divided by the sum of α-linolenic acid + eicosatrienoic acid + EPA + 
DHA; 4){C11:0+(C14:0×4) + C16:0}/total unsaturated fatty acid.

이 결과는 아보카도의 가장 풍부한 UFA가 MUFA (71%)이기 때문에 요구르트의 SFA가 감소하

고 PUFA의 함량이 4.23%에서 5.37%로 약간 증가한 것을 보여 준다 (Lu 등, 2009; Dreher and 

Devonport, 2013). 따라서 아보카도의 첨가는 PUFA 함량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PUFA

의 함량은 4.23%에서 5.37%로 약간 증가하여 Dreher and Devonport (2016)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UFA에 아보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ω-6/ω-3의 비율은 방목우유로 발효한 

요구르트 커드에 아보카도 잼을 첨가하였을 때 아보카도에서 유래하는 ω-6의 영향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우려한 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ω-6/ω-3의 비율은 6.31에서 7.52로 국

내에서 생산되는 정상 우유의 평균 비율 범위 내에 해당되었다. 인체의 심장 순환 질환의 또 

다른 지표인 동맥경화유발지수는 방목우유의 경우 1.33~2.03 (Park 등, 2019) 및 2.10 (Blasko 

등, 2010)으로서 안전한 수준인 낮은 AI지수를 보였다. 또 다른 표현으로 LA/ALA 비율은 7.82

로서 오히려 원유 (9.09)보다 낮았다. 

아보카도 잼 제조에 사용한 버터의 ω-6/ω-3의 비율을 검토해보면, TMR 버터는 6.02로서 방

목 버터 2.99~3.29 (Park 등, 2018)와 목초유 (3.17)보다 2배 높았다 (Blasko 등, 2010). 그러나 

이 비율은 아보카도의 PUFA 조성에서 유래된 높은 수준의 ω-6 FA을 고려한다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다. 아보가도 요구르트의 이와 같은 불포화지방산 조성은 체중 조절 중인 수유부와 

임산부에게 모유의 영양 조성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을 향상 시키는 데에도 유익한 것으로 평

가 된다 (Duarte 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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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 생존력, 콜라겐 1형 C-펩타이드 및 MMP-1 분비 효소

1) 스킨케어 식품에 사용하는 원료 물질들의 효과

그림 1은 아보카도의 인체 섬유아세포 Hs68 세포에 대한 피부 회복 효과와 인체 케라티노사이

트 HaCaT 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 및 세포 생존 능력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보카도 추출액은 Hs68의 세포 활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프로콜라겐 1형 C-펩

타이드의 생산은 아보카도 추출물의 모든 농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p<0.001), 아보카도 

추출 여액 250 μg/mL의 농도에서 C-펩타이드의 생성량은 높은 수준 (1,000 ng/mL)이었다. 한

편, 아보카도 과일 추출물은 HaCaT 세포의 세포 활력을 125 μg (p<0.01)에서 500 μg / mL로 

증가시켰다 (p<0.001). HaCaT 세포로부터의 MMP-1 분비 효소 생산은 추출물에 의해 억제되지 

않았다. 아보카도는 케라티노사이트 세포를 억제하는 것보다 섬유아세포 세포를 활성화시킴으

로써 주로 피부 회복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신과 수유부의 피부 상태의 회

복을 위해 개발된 갈수 음료 (Jung 등, 2018), three beans 쿠키 (Lee 등, 2018) 등 피부 미용 

식품들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Three beans 쿠키는 검은 콩 (Phaseolus vulgaris), 렌틸 콩 (Lens 

culinaris)와 병아리 콩 (Cicer arietinum) (Jung 등, 201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가지 콩 중에

서, 렌틸 콩과 병아리 콩은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의 생존력을 활성화하였고, 프로 콜라겐 타입 

I형 C-펩타이드 (125μg/mL)의 생산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렌틸 콩은 HaCaT keratinocytes 세

포의 생존율을 감소 시켰고, 검은 콩과 lentil 콩은 125 μg/mL의 농도에서 MMP-1 분비 효소의 

생산을 현저하게 감소 시켰으나 병아리 콩만큼 유의하지는 않았다 (Jung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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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Effects of avocado on cell viabilities of Hs68 cells (A) and HaCaT cells(C) and

pro-collagen type-1 C-peptide production in HS68 cells (B) and MMP-1 in HaCaT cells (D).

EGCG(epigallocathechingallate)usedasapositivecontrol.*p<0.05; ** p<0.01; *** p<0.001

2) 상업용 스킨케어 식품의 효과

이른바 "내면의 건강과 외적 아름다움"이라고 불리는 상업용 스킨케어 식품은 EU 천연 식품 

판매장에서 구입했다. 콜라겐 타입 I형 C-펩티드 생산 및 MMP-1 분비 효소 저해에 대한 효과

를 시험하기 위해 3 종의 피부 관리 식품 (Biotona 스킨 푸드, 콜라겐 파우더 및 클리어 스킨 

파우더)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Biotona 스킨 푸드 (표 3), 콜라겐 파우더 (표 4) 및 클리어 스

킨 파우더 (표 5)는 HS68 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Biotona 스킨 푸드에 

의한 HaCaT 세포의 증식은 500㎍/mL의 농도에서 나타났으며, Clear Skin powder는 125㎍/mL

와 250㎍/mL 농도에서 각각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각각 p<0.001). 콜라겐 1 형 C-펩티드의 

생산은 Biotona에 의해서만 62.5 ㎍/mL의 농도에서 증진효과가 나타났고 (표 3), MMP-1 분비 

효소의 억제는 모든 농도에서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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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tona
skin food
(μg/mL)

  HaCaT   Cells   Hs68   Cells

  Cell viability (%)
  MMP-1   
(ng/mL)

  Cell viability 
(%)

  Pro-collagen   
type I (ng/mL)

  Control   100.00±3.25   0.54±0.05   100.00±6.94   559.84±28.26

  62.5   98.25±4.35   0.93±0.04   112.20±0.81   743.68±96.68*

  125   102.55±1.27   0.89±0.07   105.08±0.38   588.71±36.41

  250   106.38±4.80   0.98±0.06   113.06±0.50   569.32±83.09

  500   110.78±4.20*   1.08±0.14   107.75±2.35   614.11±91.80

  EGCG†   124.28±3.59***   0.07±0.03***   124.38±3.25***
  
695.14±42.09**

Collagen powder  
 (μg/mL)

HaCaT  Cells   Hs68  Cells

Cell viability (%)
MMP-1   
(ng/mL) Cell viability (%)

Pro-collagen type I 
(ng/mL)

  Control 100.00±3.25 0.54±0.05 100.00±6.94 559.84±28.26

  62.5 106.21±5.33 0.81±0.08 104.82±1.17 537.63±13.88

  125 98.11±3.42 0.82±0.07 87.65±6.53 406.45±12.42

  250 90.29±2.68 0.83±0.06 94.34±4.51 451.71±45.98

  500 96.33±3.97 0.84±0.03 89.68±3.24 539.04±1.05

  EGCG† 124.28±3.59*** 0.07±0.03*** 124.38±3.25*** 695.14±42.09**

Clear   skin 
powder 
(μg/mL)

  HaCaT Cells   Hs68 Cells

  Cell viability (%)
  MMP-1 
(ng/mL)

  Cell viability (%)
Pro-collagen   type I 

(ng/mL)
  Control   100.00±3.25   0.54±0.05   100.00±6.94   559.84±28.26
  62.5   101.16±3.09   1.02±0.04   111.32±2.51   619.62±50.49

  125   110.45±2.36**   0.92±0.15   113.44±3.32   569.14±36.85

  250   114.52±6.88**   1.17±0.06   112.78±1.80   502.91±61.72

  500   106.78±4.01   1.15±0.02   104.82±0.67   562.94±40.91

  EGCG†  124.28±3.59***  0.07±0.03*** 124.38±3.25*** 695.14±42.09**
*p<0.05; ** p<0.01;   *** p<0.001
†EGCG;   Eepigallocathechingallate was used as positive control.

 

Table 3. Effects of Biotona skin food on cell viability, pro-collagen type-1 peptide production

and MMP-1 secretion of Hs68 cells and HaCaT cells.

*p<0.05; ** p<0.01; *** p<0.001
†EGCG; Eepigallocathechingallate was used as positive control.

Table 4. Effects of Collagen powder on cell viability, pro-collagen type-1 peptide production

and MMP-1 secretion of Hs68 cells and HaCaT cells.

*p<0.05; ** p<0.01; *** p<0.001
†EGCG; Eepigallocathechingallate was used as positive control.

Table 5. Effects of Clear skin powder on cell viability, pro-collagen type-1 peptide

production and MMP-1 secretion of Hs68 cells and HaCaT cells.



- 259 -

Heath Heather 
(μg/mL)

  Hs68 cells

  Cell viability (%)   MMP-1 (ng/mL)   Pro-collagen type I (ng/mL)

  Control   100.00±0.45   14.08±1.05   4163.12±213.13

   25   99.61±3.29   11.88±1.05   3598.66±151.06

   50   95.95±2.87   8.57±0.84***   3424.56±76.84

  100   94.45±0.58   8.97±1.35**   3343.37±184.40

  200   103.09±3.95   7.34±0.74***   2884.19±181.88

Happy mama 
(μg/mL)

  Hs68 cells

  Cell viability (%)   MMP-1 (ng/mL)
Pro-collagen type I
(ng/mL)

  Control   100.00±0.45   14.08±1.05   4163.12±213.13

   25   96.22±4.09   12.70±0.55   4344.17±271.44

   50   92.72±0.53   9.73±1.07**   3603.97±261.32

  100   97.20±0.88   10.62±1.74*   4327.82±180.44

  200   102.32±0.13   10.62±0.99**   3906.70±102.00

3) 모유 분비 촉진용 식품들의 효과

EU와 동아시아에서 구입한 모유 분비 촉진 식품들은 MMP-1 분비 효소의 생산을 억제하는 효

과가 농도 의존적인 것을 보여주었다. 즉,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Heath Heather (50 μ

g/mL, p<0.001) (표 6), 해피 마마 (50 μg/mL, p<0.01) (표 7), BioLys (50 μg/mL, p<0.01) (표 8)

의 억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녹차 씨 추출물과 같은 많은 식물 식물체는 UVB 조사로부터 

섬유 아 세포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Kim 등, 2014). 모유 분비 촉진용 보조 

식품은 Enfamama (25 μg/mL, p<0.001) (표 9)와 Pregnagen (25 μg/mL, p<0.001)에서 각각 높

은 유의성을 보였다 (표 10).

Table 6. Effects of Heath Heather tea on cell viability, pro-collagen type-1 C-peptide production 
and MMP-1 secretion of Hs68 cells

*p<0.05; ** p<0.01; *** p<0.001

Table 7. Effects of Happy Mama tea on cell viability, pro-collagen type-1 peptide production

and MMP-1 secretion of Hs68 cells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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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ys (μg/mL)
  Hs68 cells

  Cell viability (%)   MMP-1 (ng/mL)
Pro-collagen type I 
(ng/mL)

  Control   99.95±0.35   14.43±1.27   3780.66±400.13

   25   103.11±6.53   12.32±0.72   3547.38±307.86

   50   99.06±12.40   9.09±0.89***   3766.54±103.49

  100   103.97±3.36   10.09±1.65**   3011.21±72.56

  200   97.07±5.43   9.67±0.85**   3243.61±143.54

Enfamama
(μg/mL)

  Hs68 cells

  Cell viability (%)   MMP-1 (ng/mL)
Pro-collagen type I 
(ng/mL)

  Control   100.00±5.46   4.10±0.08   1269.47±72.75

  25   105.91±3.55   3.73±0.06***   1363.08±86.89

  50   101.81±0.80   2.85±0.22***   1380.41±105.99

  100   99.07±4.38   2.99±0.49**   1535.10±124.64*

  200   100.38±8.12   2.91±0.11***   1536.00±92.43*

Prenagen
(μg/mL)

  Hs68 cells

  Cell viability (%)   MMP-1 (ng/mL)
  Pro-collagen type I   
(ng/mL)

  Control   100.00±5.46   4.10±0.08   1269.47±72.75

  25   103.68±0.51   1.90±0.05***   1316.07±88.22

  50   105.12±0.32   2.08±0.21***   1406.66±167.43

  100   92.17±0.81   1.46±0.10***   1554.54±140.22*

  200   97.56±0.81   1.58±0.20***   1612.03±2.98***

Table 8. Effects of BioLys drink on cell viability, pro-collagen type-1 peptide production and

MMP-1 secretion of Hs68 cells

*p<0.05; ** p<0.01; *** p<0.001

Table 9. Effects of Enfamama formula on cell viability, pro-collagen type-1 C-peptide

production and MMP-1 secretion of Hs68 cells

*p<0.05; ** p<0.01; *** p<0.001

Table 10. Effects of Pregnagen formula on cell viability, pro-collagen type-1 C-peptide production 
and MMP-1 secretion of Hs68 cells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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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ree beans 쿠키와 tiger nut 갈수 음료의 효과

제 1 협동연구기관의 Food Cookery Lab에서 개발한 tiger nut 갈수 음료는 ㈜일동 후디스 (한

국)로부터 제공을 받았다. 갈수 음료의 주성분인 tiger nut는 MMP-1 분비 효소를 억제하고 두 

세포에서 pro-collagen type-I C-펩타이드의 생성을 촉진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Jung 등, 

2018).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효과는 가벼운 열처리 조건에서만 유지되고 상업 살

균 조건인 121℃에서 15분 동안에 손실된 것으로 보였다. 타이거 넛트 추출물의 첨가 농도가 

증가시켰을 때 피부 재생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 오른쪽). Tree beans 쿠키는 Hs68 

세포에서의 세포 생존력 및 콜라겐 1형 C-펩티드 생산뿐만 아니라 MMP-1 효소 분비 억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림 2, 왼쪽). 이 결과는 세 가지 원료 콩의 활성효과가 로스팅 조건에 

의해 손실되었음을 의미한다. 타이거 너트의 능력이 최소 농도 62.5 μg/mL에서 대조군과 유의 

한 차이가 있었지만, 갈수 음료로 실험한 결과 모든 첨가 농도에서 활성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

다 (표 11). 갈수 음료의 유의한 효과가 소멸된 이유는 고온 및 고압에서의 열처리에 의한 손

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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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C) (C) 

Fig. 2. Effects of three beans cookie (left) and tiger nut Galsu drink (right) on cell viabilities

(A), pro-collagen type-1 C-peptide production (B) and MMP-1 secretion (C)ofHs68cells.*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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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The effects of three skin care foods developed on the Hs68 fibroblast cells.

Raw 
Materials

Skin Care Foods 
Developed

Amount 
(ug/mL)

Pro-collagen type 1 
peptide (ng/mL)

Amount 
(ug/mL)

MMP-1 secretion 
(ng/mL)

  
Milk
  
　

  
Plain Yogurt
  
　

 Control   431.77±9.98
  
Control

  10.14±3.56

  200   415.18±19.95   200   2.64±0.93***
  100   -   100   4.64±0.54**
   50   -    50   6.24±0.21*

Avocado

Fruit Yogurt

Control   524.15±47.36  Control   6.32±0.52
  200   515.11±41.33   200   3.11±0.54***
  100   -   100   3.74±0.34***
   50   -    50   4.94±0.79*
   25   -    25   5.03±0.37*

Jam Yogurt
　

Control   469.76±37.19 Control   5.35±0.37
  200   608.12±46.06**   200   2.65±0.45***
  100   542.23±16.06**   100   4.02±0.41**
   50   -    50   4.00±0.45**

Fruit 2)

Control   635.66±25.37 Control   1.03±0.08
  250  1019.27±74.51***   250   0.86±0.12
  125   873.36±22.56***   125   -
   62.5   741.07±38.19***    62.5   -

Three Beans 
1)

  
　

Cookie
  
　

Control   3780.66±400.13 Control   14.43±1.27
  200   2913.27±64.23   200   10.49±1.15**
  100   -   100   9.85±1.25**

   50   -   50   10.16±0.93**

Tiger Nut 
  
　

Galsu Drink
Control   488.23±9.39 Control   2.74±0.22
  200   471.28±7.99   200   3.12±0.14

Tiger Nut 2)

  
　

Control   525.86±6.73 Control   1.03±0.08
  250   576.80±30.42*   250   0.59±0.08***
  125   658.41±63.35**   125   0.73±0.01***
   62.5   568.58±23.71*   62.5   0.81±0.01**

1) Black   beans, lentil beans, and chickpeas used for making cookie and the effects on human cells refer to the paper 
of Jung et   al. (2018). 2) HaCaT keratinocyte cellsusedforMMP-1secretion

5) 아보카도 요구르트의 효과

아보카도 요구르트는 일반 요구르트 외에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첫 번째는 냉동 

아보카도를 해동 후에 열처리 없이 요구르트베이스에 첨가하였고, 두 번째는 요구르트베이스에 

아보카도 잼 (아보카도 과일, 아보카도 버터 및 올리고당 혼합물)을 첨가하였다. 아보카도 과일 

요구르트는 Hs68 세포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프로 콜라겐 I형 C-펩티드 생산에 영

향을 주었다. HaCaT 세포에서는 저농도 (62.5 ㎍/mL, p<0.001)에서 세포 활성에 영향을 주지 

만 MMP-1 분비 효소의 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림 1). 아보카도 과일 또는 과일 잼을 

함유한 요구르트들은 Hs68 세포의 MMP-1 분비 효소 생산에 서로 다른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

다. 세 종류의 요구르트는 세포 생존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MMP-1 분비 효소의 생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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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인 요구르트는 50㎍/mL (p<0.05) (그림 3A), 아보카도 과일 및 아보카도 잼 요구르트는 25

㎍/mL에서 각각 (p<0.05) (그림 3B)와 (p<0.01) (그림 3C)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아보카도 

과일은 프로콜라겐 I 형 C-펩타이드의 생산을 촉진시켰으나, 최대 첨가량인 250 μg/mL에서는 

MMP-1 분비 효소의 억제가 관찰되지 않았고, 플레인 요구르트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

났다 (표 11). 플레인 요구르트에서와 같은 수준에서 나타난 MMP-1 분비 효소 분비 억제 결과

는 아보카도로부터 잠재적으로 유효한 물질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보카도 잼 요구르

트가 프로콜라겐 1형 C-펩타이드 생성 및 MMP-1 분비 효소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는 아보카도 

과일 잼에 혼합된 목장 버터 또는 올리고당이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  (A) (A)

 (B) (B) (B)

 (C) (C) (C)

Fig. 

3. The effects of plain yogurt (A), avocado fruit yogurt (B) and avocado jam yogurt (C) on the 
cell viability, pro-collagen type-1 C-peptide production and MMP-1 secretion in Hs68 cells. *p<0.05; 
**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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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임신과 모유 수유 기간 중 전통적으로 기피하는 음식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지만, 산모 또는 

수유부들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자 하는 욕구는 또한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임산부는 유아의 건강과 영양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모유 수유는 "모유 수유하는 엄마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에 대해 더 많이 생각

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산모와 수유부들이 섭취하는 식품이 모유의 영양 성분을 결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모유를 수유하는 동안 산모는 하루 750 mL의 모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평범한 

여성들의 식이보다 1일 450kg의 에너지와 25g의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 (Dewey, 1997). 본 연구

는 방목을 하는 목장의 우유를 바탕으로 한 유제품과 같은 영양적으로 균형이 있는 식품을 공

급함으로써 피부 탄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 회복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성분을 가지 원

료물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ω-3 대 ω-6 지방산의 이상적인 비율을 포함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아보카도 과일은 하루에 절반 종도의 양을 섭취하는 것이 인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아보카도 과일은 성인과 심장 질환의 위험을 예방해야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식으로 식물성 영양뿐만 아니라 식물성 화학 물질 (Dreher and Devonport, 2013)을 제공한

다 (Fulgoni III 등, 2013). 아보카도에는 다양한 비타민 (비타민 C 2.02 mg, 비타민 E 1.25 mg, 

카로티노이드, 엽산 등), 루테인, 페놀 계 항산화제 (64 mg GAE) 및 수많은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주는 식물성 스테롤과 같은 미네랄 및 식물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Wu 등, 2004; Unlu 등, 2005; McCormack 등, 2010; 

http://www.nzavocado.co.nz/online/nutritional_benefits.csn). 포화 지방, 단일 포화 지방 및 아보카도

의 지용성 항산화 물질은 임신 가능성, 태아 발달, 출생 결과 및 모유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체 영양의 좋은 원천으로 알려져 있다 (http://www.nzavocado.co.nz). 

/online/nutritional_benefits.csn).

아보카도의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Grant 

(1960)는 혈청 콜레스테롤과 Colquhoun 등 (1992) 지질 단백질 및 apo-lipoproteins에. 

Alvizouri-Munoz 등 (1992) 및 Carranza 등 (1995)은 표현형 II 및 IV 이상 지질 혈증 환자에서 

혈장 지질 농도와 혈중 지질 농도를 조사했다. Lopez-Ledesma 등 (1996) 및 Carranza-Madrigal 

등 (1997) 고 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해 연구했다. Pieterse 등 (2005)는 아보카도가 체중 감소, 

혈청 지질, 피브리노겐 및 혈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Fulgoni III 등 (2013)은 

아보카도 소비와 전반적인 식이의 품질,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생리 지표 및 대사 증후군 

위험 간의 관계를 조사했다. 이 임상연구는 2001년에서 2008년 사이에 실시한 것으로서 347명

의 아보카도 섭취 소비자와 17,227명의 미 섭취 소비자가 참여했습니다. Hass 아보카도 (Persea 

Americana)는 버터를 함유하는 아보카도 조각을 구운 음식에 발라 먹는 형태의 복합 버터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버터 지방의 FA 조성은 원료우유의 유지방  FA 조성과 매우 유사하지만, 

아보카도 버터의 PUFA 조성은 아보카도 오일의 PUFA 조성에 의해 뚜렷한 영향을 받게 된다

(표 2). Blasko 등 (2010)은 올레산 (C18:1)이 가장 풍부하고 (42.14-59.19%) 팔미트산 (C16:0) 

18.14-21.45%, 팔미톨레산 (C16:1) 8.45-15.83% 및 리놀레산 (C18:2)의 11.60-15.14% (Carva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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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5). 건강에 유익한 FA 및 건강 위험성 FA와 관련하여 여름 우유 및 버터는 CLA 

c-9,t-11, trans-vaccenic acid, α-리놀레산, 리놀레산 및 올레산의 함량은 높았지만 팔미트산 

및 미리스트산의 함량은 낮았으며, 이 두 지방산은 건강 위험 요인이 되는 FA (Blasko 등, 

201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올레산/팔미트올레산, 리놀레산/팔미트올레산, 올레산/리놀

레산의 비율, LA/ALA, 동맥경화유발지수 (AI) 등은 건강 증진 효과를 판단하는 지표기준들이다. 

리놀레산에 대한 올레산의 비율이 높으면 혈압이나 (Torres 등, 2008)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 

(O'Byrne 등, 1997) 낮출 뿐만 아니라 제 II형 당뇨병의 감소를 통해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주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Vassiliou 등, 2009).

생리활성 펩타이드, 식물유래 폴리페놀, 고급불포화지방산 (PUFA),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영

양 기능성분의 건강 증진효과는 심혈관 및 염증 질환에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몇몇 연구는 인

상실험을 통하여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향으로도 수행되었다 (Perez-Sacchez 등, 

2018). Roberts 등 (2009)은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은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왜냐하면 아보카도에는 생물학적 이용률이 높은 루틴과 제아

잔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목 우유로 만든 아보카도 버터는 총 영양배합 (TMR) 사료

를 섭취한 젖소의 우유 (Park 등, 2018) 보다  PUFA 함량이 높고 오메가–3 UFA 대 오메가–6 
UFA의 높은 비율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표 2) 아보카도 잼 요구르트의 PUFA 조성은 피부 

건강 뿐 만 아니라 여성의 영양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Stephens 등 (2016)은 바

이오 계측기와 자가 측정 조사법을 사용하여 경구의 노화 방지용 피부 건강 개선제를 16 주간 섭

취한 결과, 전반적인 얼굴 외관 및 얼룩진 색소 침착과 주름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는 위장 운동의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본 연구

진은 실시한 임상실험(데이터는 표시되지 않음)에서는 아보카도 요구르트의 우수한 영양적 품질

이 주된 이유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성의 피부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미용 증진 

화장품과 식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산모나 수유부들이 내면의 건강을 갖춤으로써 외적으로 나타

나는 아름다움을 얻으려면 영양적으로 균형이 있는 모유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뿐만 아니라 충분

한 영양 섭취를 통하여 피부 건강 회복 및 개선이 가능한 스킨케어 식품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임신중인 여성과 수유부의 모유 생산을 촉진하는 스킨케어 식품은 EU 및 동남아시아보다 한국의 

자연 식품 시장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이들에게는 높은 에너지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공급

함으로써 영양학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모유를 생산하고 산모나 수유부의 건강한 신체조성을 유지

하는데 필요하다. 에너지 및 단백 성분이 풍부한 유제품은 피부 관리용 식품으로서 산모 및 수유

부들에게 미용 측면에서의 건강 및 모유 생산 등에 필요한 모든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아보카도 요구르트가 유아의 영양과 건강 뿐 만 아니라 

산모 및 수유부의 아름다운 피부의 유지 또는 건강한 피부로 회복하려는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미용식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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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2018년)

○ 콩콩콩 쿠키, 갈수 및 아보카도 요구르트 임상실험 (2018 08 – 2019 06)

[서론]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는 피지 분비 이상, 내분비 이상, 대사활동이상, 순환계 이

상 등의 생리적 요인, 피부 세포의 영양 결핍, 식습관 등의 영양학적 요인, 자외선, 방사선, 오염

된 공기, 바람, 기온 변화, 공기의 수분 함량 등의 환경적 요인,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

인, 세제류 등의 생화학적 요인, 수면, 피로, 부적절한 다이어트, 운동부족 등의 생활 요인, 알칼리

성 비누의 과다 사용, 화장품 성분, 지나친 필링, 화장품 사용 정보 부족 등의 피부 관리요인, 내

과 질환, 임신 및 출산 등의 내과적 요인을 들 수가 있다 (윤, 1995). 임신기의 여성에게는 수많은 

신체적 변화라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변화가 집중되는 곳은 피부라고 하였다. 신체적으로는 

면역 (Immune), 대사(metabolism), 내분비 (endocrine) 및 혈관(vascular)의 변화로 인해서 생리적 

및 병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Fernandes와 do Amaral1, 2015). 피부의 변화는 일상적(mechanical)

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임신기의 피부변화는 에스트로겐, 프로테스테론, 5-HCG, 융모막 성선자

극호르몬 (chroinic gonadotropin), 프로락틴 (prolactin) 등의 호르몬과 meditators의 상승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러한 변화들이 태아에 부정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임신에 따른 생리적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임신 전의 피부병이 지속되는 것인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Fernandes와 do Amaral1, 2015). 임신기에 주의가 요구되는 현상들은 (1)

임신기의 유천포창 (GP; Gestational Pemphigoid), (2) 다형성 발진 (PEP), (3) 임신성 아토피 

(AEP) 및 (4) 간 내 담즙울체 형성 (Hepatic Cholestasis) 등이 있다. (Ambros-Rudolph , 2006).

Fibroblast cell 및 Keratinocyte cell 등의 세포를 이용한 피부 미용 증진 효과 실험 결과에 따라서 

피부탄력성 증진효과가 있는 재료로 알려진 원료를 이용하여 콩콩콩 쿠기 (Three bean cookie),

타이거너츠 음료 (Galsu drink) 및 아보카도 요구르트 등 3개의 미용식품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쿠키와 드링크는 시험 제조과정에서 심한 열처리를 한 이유로 인하여 최종 제품에서는 

두 종류의 cell의 피부 재생효과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Park, 등 2019). 따라서 그동안 실시하고 

있던 2가지 미용식품에 대한 2차의 임상실험을 중단하고 오히려 아보카도 생과에서 나타난 효과

가 유지되는 아보카도 버터 (특허출원 중, Park, 2018)를 첨가한 요구르트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긴급히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본 연구과제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재료 및 방법]

1) 다이어트 시험 디자인

본 연구 팀은 2차 년도에 검은 콩, 병아리 콩, 렌틸 콩을 이용한 콩콩콩 쿠키 (Three beans

cookie)을 대상으로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6명의 임산부 및 수유부들이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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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피부 안면 검사장비 및 결과 분석 프로그램

구의 오라클 피부과 병원의 피부진료실에서 안면의 피부 진단을 실시하였다. 3차 년도에 "맘맘스"

목장유가공장에서 제조한 아보카도 요구르트 (Avocado yoghurt)와 타이거 너트를 사용하여 만든 

갈수 (Tigernuts drink)를 사용하여 임상식이 실험을 행하였다. 총 54 명의 참가 중에서 35 명의 

여성들이 2 주간의 식이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2018 년 10 월부터 2019 년 4 월까지 천

안의 이화병원 내에 설치된 산후조리원 피부관리실 및 Amia Skin Shop에서 피부 진단을 실시하

였다.

2) 식이 임상실험 참가자

식이 임상실험이 참여한 대상자는 26 세에서 40 세 사이의 모유 수유 여성과 모유를 수유하지 않

는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들은 검진 당시에 얼굴 보습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태양 광선에 얼굴을 직접 노출시키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종합 비타민제, 아보카도 과일 및 

스킨케어 제품과 같은 기타 식품 보조제를 복용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피험자가 병원을 방문 

할 때에는 얼굴, 눈, 입술에 화장품이나 선크림 등을 바르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3) 식이 제공 및 음용 절차

총 16 명의 콩콩콩 쿠키 섭취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2주간 섭취할 수 있는 쿠키를 참가자 

주소로 발송하여 1일간 40 g 의 쿠키를 섭취하도록 하였다.

총 54 명의 참가자에게 상업적으로 살균된 타이거너츠 갈수 음료 패키지 (200 ml / 팩) 또는 아

보카도 요구르트 (150 ml / 병) 패키지를 각각 피험자의 집으로 각각 2회로 나누어 발송하였다.

식이의 음용은 아보카도 요구르트 음용 그룹의 경우 하루에 150 mL/병을 두 번, 그리고 Galsu

음용그룹은 200 mL/pack과 요구르트를 각각 1 병씩 2 주간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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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부 진단 항목

임상 참가자들 중 콩콩콩 쿠키를 섭취한 서울지역의 임산부 수유부들의 피부 진단은 서울오라클

피부성형외과에서 보유 중인 A-One Smart (Bom-Tech Electronics, Seoul, Korea) 를 사용하였으

며, 천안지역의 임산부 수유부들을 이미지 촬영 카메라와 Solutionist 프로그램이 설치된 바이오 

계기 시스템 (Model API-100, Aram Huvis Co., Seoul Korea)을 사용하여 얼굴 피부를 진단하였

다. 이 기기의 측정 항목은 수분 수준, T 구역 (눈 사이의 피부) 및 U 구역 (눈 아래 피부)의 유

분, 색소 침착에 의한 피부 색상, 모공의 분포 및 크기 및 피부 탄력 등 이었다.

피부 진단은 식이 실험 전 1회 피부 진단을 한 후 미용식품을 섭취하는 2 주간의 기간 중에 1

회, 그리고 식이 실험을 마친 후 1 주 이내에 1회 등 총 3회 실시하였다. 피부 진단은 얼굴 피부 

상태가 자연 상태에 있을 때에만 진단을 받도록 하였다.

5) 혈청 진단

혈청 진단은 피부과 진단 차 방문한 콩콩콩 쿠키 실험 대상자 16명을 대상으로 1차 및 2차 진단

을 하였는데 임신기간 중 정기적으로 진단한 분석 결과지를 제출한 10명의 대상자에 한하여 데이

터를 확보하였다.

6) 데이터 분석

총 54 명의 참가자 중 22 명의 모유 수유와 13 명의 모유 수유 여성이 데이터 분석 대상자로 선

정되었다. 피부 진단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데이터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두 그룹 사이의 각 피부 특성 수준의 동등성 분석은 Levene의 테스트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두 

그룹간 평균을 비교에는 t-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일원분산분석법에 의하여 p <0.05의 유의성을 결

정하였다.

참고 1: 피부 미용 임상 연구의 피부 유형 결정에 기준으로 삼고 있는 Fitzpatric skin photo type

과 피부암 발생 위험도 (Source: Pérez-Sánchez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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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험 결과]

1) 콩콩콩 쿠키 음용효과

총 60 명의 콩콩콩 쿠키 섭취 실험 참가자들 중에서 2차례의 피부 검진을 완료한 참가자들은 모

두 14 명, 혈액 분석 결과표를 제출한 참가자는 총 10 명에 불과하였다. 14 명의 연령층은 27 –

32 세가 4명, 33 – 38 세가 10 명이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11 명의 임산부 또는 수유부 여성의 피부 형질은 모든 참가자들이 유분 

수준이 647에서 590으로 감소하였고, 7 명의 피험자에서 모공 크기가 11.58에서 10.5로 감소하였

으며, 보습력 수준이 모든 참가자들이 33.17에서 35.83으로 증가하였고, 주름 수는 4 명이 9.58에

서 9.0으로 감소했고, 5 명의 피험자가 4.83에서 4.42로 약간 감소했으며, 피부 탄력도는 11 명이 

15.5에서 18.08로 증가했다. Fig. 1 은 각 피부 특성별 기준값 전 후의 피험자들의 수 (빈도수로 

표현함) 와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이와 같이, 콩콩콩 쿠키를 섭취한 14 명의 임산부 또는 수유부 여성의 안면 피부 특성은 모든 지

원자의 유분 수준은 섭취 전의 694.14 보다 낮은 631.43으로 감소되었으며, 유분 권장 수준 

(850-1,000) 보다 훨씬 낮았다. 안면 모공의 직경은 권장 수준이 2.5-4.0 nm로서 임상실험 참가자

의 평균 수준은 섭취 전의 13.57 nm에서 2주간 섭취 후 12.36 nm로 감소하였으나 권장 수준보다

는 3배 이상 모공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명의 참가자 중 8 명이 모공의 크기가 감

소하였다. 안면 수분의 권장 수준은 30-40으로서, 참가자들은 섭취 전 32.21이었으나 섭취 후에는 

34.93으로 증가하였지만 이 범위는 권장 수분 수준의 범위 내에 있었다. 대부분의 임상 실험 참가

자들은 눈가의 주름 수는 섭취 전 9.21에서 섭취 후 8.46으로 감소하였지만 권장 수준인 1-3 보다

는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탄력성은 권장 수준이 35-40으로서 참가자들은 섭취 전 

14.86에서 섭취 후 17.43으로 증가하였으나 권장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로 볼 

때 국내의 임신 및 수유부 여성들의 안면 피부탄력도가 보통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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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kin properties of the pregnant or lactation women measured by a facial

diagnosis system* (n=12).

* A Facial Skin Diagnosis System (BomTech Electronics, Seoul, Korea) with P-sensor or EM-sensor 

for moisture and skin tension. ** The standard values of each property were 850-1,000 for 
oilness, 2.5-4.0 nm for pore size and count, 30-40 for moisture level, 1-2 for wrinkles, 0-2 for 

color pigments, and 35-40 for skin e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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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ox-plot for skin properties of women in pregnancy or in lactation supplies with three

bean cookie for two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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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피부 진단 결과에 따라 6 가지 피부 유형 (광택 없음, 중성, 지성, 건성, 촉촉함이 적은 지성,

수분이 적은 건성) 중에서 14 명의 참가자는 광택 없음, 중성 및 수분이 적은 건성    등의 3 가

지 피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참가자 개별적으로 특이한 경우를 살펴보면, 눈가 주름의 수는 한 

명의 참가자 (No. 11) 만 제외하고 표준 수준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의 참가

자 (No. 12) 의 피부 색상이 다른 참가자들 보다 덜 어두웠으나 피부 탄력도는 예외적으로 다른 

참가자들보다 좋았다. 한 명의 참가자 (No. 10) 만 피부 유형이 건성이었지만 피부 탄력도는 다른 

14 명 중에서 가장 높았다.

임상실험 참가자들 중 10명의 혈액 및 혈청 검사 결과표를 확인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콩콩콩 

쿠키를 섭취하기 전과 후의 19개 항목에 대하여 평균 수준을 구하고 t-Test 결과를 비교하였다.

섭취 전과 후에 실시한 모든 검사 항목에서 의학적으로 참고치 (reference level)로 간주하고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사 결과를 섭취 전과 후로 비교하였을 때에 MCV 항목만 

92.89 fL 에서 91.31 fL로 약간의 감소가 있었는데 두 수준 모든 참고치 범위(82.0-102.0 fL)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결과로 파악된다.

개별적으로 볼 때, 6명의 참여자들이 섭취 전과 섭취 후의 12 항목의 결과가 변화하였는데 1명은 

혈색소 (Hb)가 섭취전 15.1에서 14.5 g/DL로 감소하여 참고치 (11-15 g/DL) 범위 내로 진입했으

며, 다른 1명은 3항목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Hb 값이 9.4에서 10.3 g/DL로 참고치에 근접하였고,

Hct는 29.1에서 30.6 %으로 증가하여 참고치 (33-45 %)에 근접하였고, RBC는 9.86에서 3.31 x

106/μL로 감소하여 참고치 범위 (3.7-4.7 x 106/μL) 이하가 되었다. 세 번째 참여자는 Platelet 값

이 402 x 103/μL로 매우 높았는데 293 x 103/μL으로 감소하여 참고치 (150-370 x 103/μL) 범위 

내에 들게 되었다. RBC 역시 4.75에서 4.38 x 106/μL 로 감소하여 참고치 값 범위 내에 속하게 

되었다. 네 번째 참여자는 BUN 값이 22에서 20 mg/dL으로 감소하여 참고치 범위 상한 값과 같

아졌으며, TSH는 참고치 (0.27-4.2 μIU/mL) 보다 높은 5.3에서 5.1 μIU/mL로 감소되었으나 여전

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섯 번째 참여자는 AST 값이 40 U/L 으로 높았으나 섭취 후 18

U/L 로 감소하여 참고치 범위 내에 진입하였고, MCHC 값은 35.1에서 35.4 g/dL로 약간 증가하

여 참고치 (30-35 g/dL) 를 벗어났다. 여섯 번째 참여자는 Neutrophill 값이 77.7에서 68.2 %로 

감소하여 참고치 (40-70 %) 범위 내의 결과를 보였고, Lymphocyte값은 14.8에서 23.5 %로 증가 

하였으나 참고치 (40-70 %)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단의학적인 소견을 내릴 입장은 아니지만, 검은 콩, 병아리 콩 및 렌틸 콩 

등 3종의 두류를 원료로 한 쿠키를 섭취하였을 때 의외의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매우 고무적

인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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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agnoses of participant’s whole blood or serum during the diet trials (Three beans

cookie)
Test Reference Level Diet Mean SD F-value t-value P-value

Hb 11-15 g/dL
Before 13.04 1.62 1.4602 0.2103 0.4180 

After 12.90 1.34 

HCT 33-45 %
Before 39.12 4.58 1.4706 0.5433 0.2970 

After 38.10 3.78 

RBC
3.7-4.7
x106/μL

Before 4.42 2.20 0.4829 1.8297 0.0486*

After 4.12 0.47 

WBC(B)
4-10

x103/μL

Before 6.38 2.04 1.4795 -0.1575 0.4383 

After 6.35 1.65 

Platelet
150-370
x103/μL

Before 303.50 64.59 2.6268 -0.1167 0.4543 

After 306.30 39.86 

Basophil 0-5 % 
Before 0.65 0.25 0.9023 -0.0885 0.4652 

After 0.66 0.26 

Eosinophil 0-1.5 %
Before 1.70 1.42 2.8423 0.6333 0.2681 

After 1.37 0.84 

Lymphocyte 20-50 %
Before 29.92 13.59 1.9189 -1.2643 0.1121 

After 36.62 9.81 

Monocyte 4-12 %
Before 6.38 1.50 2.3503 -0.6637 0.2593 

After 6.64 0.98 

Neutrophil
Seg.

40-70 %
Before 59.11 11.35 1.1554 0.9000 0.1900 

After 54.70 10.55 

MCH 25-33 pg
Before 31.94 2.93 8.1044 1.0199 0.1607 

After 30.94 1.03 

MCHC 30-35 g/dL
Before 33.32 1.15 1.8539 -1.2605 0.1123 

After 33.89 0.85 

MCV 82-102 fL
Before 92.89 1.93 1.6117 2.0372 0.0288 *

After 91.31 1.52 

AST(SGOT) 0-32 U/L 
Before 18.70 7.65 5.7877 0.9930 0.1669 

After 16.10 3.18 

ALT(SGPT) 0-33 U/L
Before 12.40 4.12 1.6766 -0.1777 0.4306 

After 16.10 5.81 

BUN 6-20 mg/dL
Before 13.20 3.52 0.8182 0.3614 0.3610 

After 12.60 3.89 

Creatinine 0.5-0.9 mg/dL
Before 0.67 0.14 1.5603 1.5336 0.0718 

After 0.58 0.11 

Free T4 0.93-1.7 ng/dL
Before 1.13 0.17 1.9006 0.4165 0.3413 

After 1.10 0.12 

TSH 0.27-4.2 μIU/mL
Before 2.17 1.42 1.2408 0.3490 0.3656 

After 1.96 1.2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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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NF

(모유 안먹이는 수유부)

Group-BF

(모유 먹이는 수유부)

갈수 + 요구르트
(GY)

아보카도 + 요구르트
(AY)

갈수 + 요구르트
(GY)

아보카도 + 요구르트
(AY)

4 명/(21 명) 9 명/(10 명) 10 명/(10 명) 12 명/(12 명)

피부진단 2회 (before and after) 피부진단 3회 (before, during, after)

2) 타이거 넛츠 “갈수”음용효과

타이거 너츠 음료인 갈수는 너트 상태에서 보였던 Type I pro-collagen 형성 펩타이드 생성 촉진 

효과 및 세포간질에 존재하는 interstitial collagenase인 matrix methallo proteinase의 활성 억제 

효과가 갈수 제조 공정 중 추출 및 열처리 과정에서 상실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갈수는 

피부 재생력 향상보다는 모유 분비 촉진하는 음료수로 보는 것이 합당하여 단독의 피부 재생 효

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임상실험을 중단하고 아보카도 요구르트와 함께 복용하는 것으로 임상실험

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임상실험 결과는 하나의 실험구로 통계를 처리하여 아보카도 요구르트 음

용효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3) 아보카도 요구르트 음용효과

아보카도 요구르트 음용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2개의 group으로 분리하였으

며, 각각 산후조리원의 피부 진료실과 일반 피부 관리실로 피부 진단 장소를 분리하였다. 각 그룹

은 다시 음용하는 diet 종류에 따라서 다시 2개의 sub-group으로 분리하였고, 각 유효 참여 인원

과 피부 진단 회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3-1) 두 groups의 음용효과 비교

임상실험 참가자들은 임상실험 2주 동안의 음용 기간을 두고 피부 진단을 위해 3 회 피부 진료실

을 방문하였다. 22 명의 모유 수유부와 13 명의 일반 수유부로 구성된 총 35 명의 여성들의 피부 

진단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갈수와 요구르트를 음용 (14 명) 하거나 아보카도 요구르트를 음용 

(22명) 하거나 (Table 3), 또는 갈수와 요구르트를 먹인 모유 수유부 (10 명) 나 모유 비수유부 (4

명)간 (Table 4), 또는 12명의 모유 수유부들이 아보카도 요구르트를 먹기 전과 먹는 중 그리고 

먹은 후 1주일 이내 (Table 5) 에는 모든 진단 피부 특성들은 개발된 미용식품을 섭취에 의해 두

드러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각 피부 특성별로 제조사가 권장하는 표준 값에 대한 box-plot을 작성하여 Fig.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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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skin properties of a total 35 of women drinking avocado yoghurt

and those of tiger nuts Galsu drink plus yoghurt

Skin properties　
(standard level) 

Before Drinking During Drinking

Skin Foods n Mean S.D. F P t P Mean S.D. F P t P

Moisture (53)
Galsu+Yog 14 50.00 15.04 0.949 0.337 -0.289 0.774 51.64 12.77 0.082 0.777 1.382 0.176

Yoghurt 21 51.29 11.27 45.76 12.05 

Elasticity (49)
　

Galsu+Yog 14 47.71 17.45 4.923 0.033 -0.247 0.807 49.93 16.88 1.477 0.233 1.269 0.213

Yoghurt 21 49.00 10.49 　 　 　 　 43.76 11.91 　 　 　 　

Oiliness

U-Zone
(59)

Galsu+Yog 14 8.57 15.91 0.002 0.961 -0.291 0.773 2.93 6.66 8.895 0.005 -1.641 0.111

Yoghurt 21 10.19 16.30 8.43 13.01 

T-Zone
　(59)

Galsu+Yog 14 10.50 17.84 2.876 0.099 -1.535 0.134  7.71 14.18 1.206 0.28 -1.561 0.128

Yoghurt 21 22.29 24.71 　 　 　 　 15.14 13.53 　 　 　 　

Pore Size (25)
Galsu+Yog 14 31.43 12.41 0.889 0.353 0.036 0.971 30.14 12.82 0.083 0.775 -0.224 0.824

Yoghurt 21 31.29 10.76 31.19 13.98 

Pigmentation (25)
　

Galsu+Yog 14 62.21 25.67 0.46 0.502 0.227 0.822 74.21 23.44 3.55 0.068 2.178 0.037

Yoghurt 21 60.29 23.87 　 　 　 　 54.71 27.46 　 　 　 　

Sebum (33)
Galsu+Yog 14 37.57 31.10 0.079 0.78 -0.294 0.771 37.93 27.29 0.09 0.766 0.272 0.787

Yoghurt 21 40.62 29.40 35.24 29.57 

Winkles (15)
　

Galsu+Yog 14 18.00 7.36 0.001 0.974 -0.667 0.511 16.93 6.64 0.651 0.425 -0.631 0.533

Yoghurt 21 19.62 6.52 　 　 　 　 18.24 5.58 　 　 　 　

Sensitivity (15)
　

Galsu+Yog 14 6.14 13.51 0.501 0.484 0.392 0.697 2.57 3.32 0.501 0.484 -0.234 0.816

Yoghurt 21 4.52 10.84 　 　 　 　 3.24 10.26 　 　 　 　

Fig. 4 Comparison of skin properties of women in pregnancy or in lactation (breast milk

feeding) supplied with Galsu and Avocado yoghurt for two months.



- 279 -

Table 4. Comparison of skin properties of the mothers drinking avocado yoghurt plus tiger

nuts Galsu drink during diet trials

Skin 
properties
(Standard 

level)　

Stages

Before to During 
(n=14)

During to After 
(n=10)

Mean S.D. Mean S.D. r P t P

Moisture
(53)

Before 50.00 15.04 0.441 0.114 -0.415 0.685

During 51.64 12.77 49.90 14.07 0.3 0.399 0.172 0.867

After 　 　 49.00 13.93 　 　 　 　

Elasticity
(49)

　

Before 47.71 17.45 　 　 0.623 0.017 -0.555 0.588

During 49.93 16.88 48.10 18.35 0.473 0.167 0.503 0.627

After 　 　 45.40 13.82 　 　 　 　

Oiline
ss

U-Zon
e

(59)

Before 8.57 15.91 0.795 0.001 1.86 0.086

During 2.93 6.66 3.70 7.86 0.997 0 -0.886 0.399

After 　 　 5.50 14.23 　 　 　 　

T-Zon
e

　
(59)

Before 10.50 17.84 　 　 0.91 0 1.358 0.198

During 7.71 14.18 10.40 16.20 0.928 0 -0.207 0.84

After 　 　 11.00 21.94 　 　 　 　

Pore Size
(25)

Before 31.43 12.41 0.427 0.128 0.356 0.728

During 30.14 12.82 27.80 11.07 0.263 0.464 -1.379 0.201

After 　 　 34.60 14.26 　 　 　 　

Pigmentation
(25)

　

Before 62.21 25.67 　 　 0.527 0.053 -1.873 0.084

During 74.21 23.44 71.20 25.83 0.004 0.991 1.153 0.279

After 　 　 57.70 26.65 　 　 　 　

Sebum
(33)

Before 37.57 31.10 0.652 0.011 -0.054 0.957

During 37.93 27.29 43.00 24.34 0.712 0.021 -0.857 0.414

After 　 　 49.30 33.08 　 　 　 　

Winkles
(15)

　

Before 18.00 7.36 　 　 -0.353 0.216 0.348 0.733

During 16.93 6.64 16.90 5.26 0.284 0.426 0.39 0.706

After 　 　 16.20 4.10 　 　 　 　

Sensitivity
(150)

　

Before 6.14 13.51 0.747 0.002 1.189 0.256

During 2.57 3.32 1.00 0.00 . . -1 0.343

After 　 　 1.20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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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skin properties of the mothers drinking avocado-yoghurt during

diet trials

Skin 
properties
(Standard 

level)　
Stages

Non-breast Milk 
Feeding (n=21)

Breast Milk 
Feeding (n=12)

Mean S.D. Mean S.D. r P t P

Moisture
(53)

Before 51.29 11.27 0.027 0.909 1.555 0.136

During 45.76 12.05 49.17 9.96 0.598 0.04 -0.568 0.581

After 　 　 50.92 13.03 　 　 　 　

Elasticity
(45)
　

Before 49.00 10.49 0.052 0.823 1.553 0.136

During 43.76 11.91 46.92 8.88 0.803 0.002 -0.496 0.629

After 　 　 48.42 16.16 　 　 　 　

Oilin
ess

U-Zon
e

(59)

Before 10.19 16.30 0.134 0.561 0.415 0.682

During 8.43 13.01 8.42 13.24 0.573 0.051 -1.467 0.17

After 　 　 16.00 21.84 　 　 　 　

T-Zon
e

(59)

Before 22.29 24.71 0.006 0.978 1.165 0.258

During 15.14 13.53 17.33 15.01 0.598 0.04 -1.572 0.144

After 　 　 26.17 24.29 　 　 　 　

Pore Size
(25)

Before 40.62 10.76 0.268 0.24 0.029 0.977

During 31.29 13.98 33.75 13.14 0.209 0.514 0.804 0.439

After 　 　 29.67 14.78 　 　 　 　

Pigments
(25)

Before 31.19 23.87 0.125 0.59 0.749 0.462

During 60.29 27.46 56.08 27.79 -0.219 0.494 -0.519 0.614

After 　 　 62.25 24.92 　 　 　 　

Sebum
(33)

Before 54.71 29.40 0.447 0.042 0.795 0.436

During 40.62 29.57 43.25 29.76 0.727 0.007 0.589 0.568

After 　 　 39.50 29.93 　 　 　 　

Winkles
(15)
　

Before 35.24 6.52 0.961 0 0.829 0.417

During 19.62 5.58 17.83 4.78 0 0 -0.655 0.526

After 　 　 19.17 5.95 　 　 　 　

Sensitivity

(15)

Before 18.24 10.84 0 0 1.973 0.062

During 4.52 10.26 0.00 0.00 0 0 0 0

After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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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네 개의 sub-group간의 음용효과 비교

위 표의 네 개의 sub-group간의 음용 효과는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Group-BF with A+Y and Group-BF with G+Y (in Table 6)

Group-NF with A+Y and Group-NF with G+Y (in Table 7)

Group-NF with A+Y and Group-BF with A+Y (in Table 8)

Group-BF with G+Y and Group-NF with G+Y (in Table 9)

Table 6은 갈수와 요구르트(G+Y), 아보카도 요구르트(A+Y)를 음용한 모유 수유부 2 그룹이 음용 

전, 중 및 후의 피부 특성을 진단한 결과이다. 두 그룹 간의 9개 피부 특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7은 갈수와 요구르트(G+Y), 아보카도 요구르트(A+Y)를 음용한 모유를 수유하지 않은 일반 

수유부 2 그룹이 음용 전, 중 및 후의 피부 특성을 진단한 결과이다. 두 그룹 간의 9개 피부 특성 

중에서 T-Zone의 유분 수준과 안면 피부 색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Zone의 유분은 아보카도 음용 그룹이 12.30으로 증가 (p<0.05) 하였으나 갈수와 요구르트를 음

용한 그룹의 참여자 수가 적은 이유도 예상되었다. 피부 색상의 경우 갈수와 요구르트를 섭취한 

모유 비수유부는 81.75인데 반하여 아보카도 요구르트를 섭취한 모유 비수유부는 52.89로서 피부

색소의 감소가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Table 8은 아보카도 요구르트(A+Y)를 음용한 모유를 수유하지 않은 일반 수유부와 모유 수유부 

2 그룹이 음용 전과 중의 피부 특성을 진단한 결과이다. 두 그룹 간의 9개 피부 특성 중에서 

T-Zone의 유분 수준과 피지 분비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지 특성 

모두 음용 전의 진단 결과이며, T-Zone의 유분은 모유 수유부 그룹 (31.17) 이 모유 비수유부 그

룹 (10.44) 보다 높은 경향 (p<0.05)을 보였으나 음용 중에는 12.22로 약간 높아졌다. 피지 분비량

의 경우 모유 수유부는 52.83 으로서 모유 비수유부 24.33 보다 분비량이 많았으나 (p<0.05), 아보

카도 요구르트를 음용하는 기간 중에는 25.25로 감소하였고, 모유 비수유부는 24.56으로서 변화가 

없었다.

Table 9는 갈수와 요구르트(G+Y)를 음용한 모유를 수유하지 않은 일반 수유부와 모유 수유부 2

그룹이 음용 전과 중의 피부 특성을 진단한 결과이다. 두 그룹 간의 9개 피부 특성 중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주름 (winkles)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음용 전의 

진단 결과이며, 모유 수유부 그룹 (15.50) 이 모유 비수유부 그룹 (24.25) 보다 주름이 많은 경향 

(p<0.05)을 보였다. 음용 중에는 모유 수유부 그룹은 16.90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모유 비수유들

은 17.0으로 낮아져서 모유 수유부와 같은 수준의 주름 수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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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s of Galsu and Avocado on the skin properties of non-breast feeding mothers  

　 Diets(n) Gal+Yog (4) Avo+Yog(9) 　 　 　 　

　 Stages Mean S.D. Mean S.D. F P t P

Moisture Before 57.00 12.91 52.56 15.86 0.1402 0.7152 0.4894 0.6342 

During 56.00 8.79 41.22 13.63 0.9904 0.3410 0.0748 0.0748 

After 　 　 　 　

Elasticity Before 54.75 20.76 51.22 13.37 3.3319 0.0952 0.3732 0.7161 

During 54.50 13.63 39.56 14.54 0.1596 0.6972 1.7392 0.1099 

　 After 　 　 　 　 　 　 　 　

U-Zone Before 1.00 0.00 3.22 4.97 3.0824 0.1069 (0.8726) 0.4015 

During 1.00 0.00 8.44 13.50 6.2320 0.0297 0.1367 0.1367 

After 　 　 　 　

T-Zone Before 1.00 0.00 10.44 14.83 6.9982 0.0228 (1.9101) 0.0925 

During 1.00 0.00 12.22 11.44 16.0155 0.0021 0.0186 0.0186 *

　 After 　 　 　 　 　 　 　 　

Pore Size Before 37.75 12.37 27.56 11.09 0.0991 0.7588 1.4812 0.1666 

During 36.00 16.75 27.78 15.11 0.0076 0.9321 0.8783 0.3986 

After 　 　 　 　

Sebum Before 38.25 39.53 24.33 23.80 3.6801 0.0814 0.8001 0.4406 

During 25.25 33.91 24.56 27.27 0.2131 0.6534 0.0395 0.9692 

　 After 　 　 　 　 　 　 　 　

Pigments Before 71.50 25.48 66.11 24.12 0.2383 0.6350 0.3661 0.7213 

During 81.75 16.50 52.89 28.58 7.7911 0.0175 2.2901 0.0455* 

After 　 　 　 　 　 　

Winkles Before 24.25 9.43 19.11 5.95 0.5438 0.4763 1.2098 0.2517 

During 17.00 10.39 18.78 6.76 0.9194 0.3582 (0.3737) 0.7158 

　 After 　 　 　 　 　 　 　 　

Sensitivity Before 4.00 16.25 6.44 16.33 1.0169 0.3349 0.8751 0.4002 

During 6.50 4.36 6.22 15.67 0.8522 0.3757 0.0341 0.9734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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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s of Galsu and Avocado on the skin properties of breast feeding mothers

　
　

Diet(n) Gal+Yog (10) Avo+Yog(12) 　 　 　

Stage Mean S.D. Mean S.D. F t P

Moisture

Before 47.20 15.51 50.33 6.76 5.4387 (0.6336) 0.5335 

During 49.90 14.07 49.17 9.96 0.2450 0.1384 0.8917 

After 49.00 13.93 50.92 13.03 0.4994 (0.3309) 0.7444 

Elasticity
　

Before 44.90 16.29 47.33 7.94 5.7170 (0.4578) 0.6520 

During 48.10 18.35 46.92 8.88 1.8920 0.1865 0.8550 

After 45.40 13.82 48.42 16.16 0.1284 (0.4720) 0.6420 

U-Zone

Before 11.60 18.16 15.42 19.88 0.0792 (0.4701) 0.6435 

During 3.70 7.86 8.42 13.24 4.0316 (1.0344) 0.3144 

After 5.50 14.23 16.00 21.84 6.2241 (1.3555) 0.1911 

T-Zone
　

Before 14.30 20.08 31.17 27.38 2.0988 (1.6634) 0.1120 

During 10.40 16.20 17.33 15.01 0.4276 (1.0333) 0.3147 

After 11.00 21.94 26.17 24.29 0.9664 (1.5374) 0.1400 

Pore Size

Before 28.90 12.11 34.08 10.05 2.0748 (1.0786) 0.2953 

During 27.80 11.07 33.75 13.14 0.0996 (1.1527) 0.2626 

After 34.60 14.26 29.67 14.78 0.0220 0.7947 0.4364 

Sebum
　

Before 37.30 29.60 52.83 27.94 0.1656 (1.2572) 0.2241 

During 43.00 24.34 43.25 29.76 0.5735 (0.0217) 0.9829 

After 49.30 33.08 39.50 29.93 0.1757 0.7223 0.4791 

Pigments

Before 58.50 26.11 55.92 23.76 0.8397 0.2407 0.8125 

During 71.20 25.83 56.08 27.79 0.7782 1.3111 0.2047 

After 57.70 26.65 62.25 24.92 0.0513 (0.4107) 0.6860 

Winkles
　

Before 15.50 4.93 20.00 7.16 3.8090 (1.6802) 0.1085 

During 16.90 5.26 17.83 4.78 0.1880 (0.4357) 0.6677 

After 16.20 4.10 19.17 5.95 2.6892 (1.3778) 0.1840 

Sensitivity
　

Before 10.00 2.10 3.08 3.78 1.3070 (0.6349) 0.5328 

During 1.00 .00 1.00 .00

After 1.20 0.63 1.00 0.00 6.1364 1.0000 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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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ffects of Avocado yoghurt on the skin properties of breast feeding mothers

　 Mother  
(n)

Breast milk 
feeding (12)

Non-breast 
milk feeding 

(9)
　 　 　 　

　 Stages Mean S.D. Mean S.D. F P t P

Moisture Before 50.33 6.76 52.56 15.86 4.9028 0.0392 (0.4380) 0.6663 

During 56.00 8.79 41.22 13.63 0.9182 0.3500 1.5469 0.1384

After 　 　 　 　

Elasticity Before 47.33 7.94 51.22 13.37 2.2345 0.1514 -0.438 0.4144 

During 54.50 13.63 39.56 14.54 2.6896 0.1175 1.4384 0.1666 

　 After 　 　 　 　 　 　 　 　

U-Zone Before 15.42 19.88 3.22 4.97 10.2538 0.0047 1.7877 0.0898 

During 1.00 0.00 8.44 13.50 0.0039 0.9511 (0.0047) 0.9963 

After 　 　 　 　

T-Zone Before 31.17 27.38 10.44 14.83 5.6668 0.0279 2.2226 0.0396* 

During 1.00 0.00 12.22 11.44 1.9032 0.1837 0.8508 0.4055 

　 After 　 　 　 　 　 　 　 　

Pore Size Before 34.08 10.05 27.56 11.09 0.2745 0.6064 1.4097 0.1748 

During 36.00 16.75 27.78 15.11 0.5686 0.4601 0.9672 0.3456 

After 　 　 　 　

Sebum Before 52.83 27.94 24.33 23.80 0.9783 0.3351 2.4600 0.0236* 

During 25.25 33.91 24.56 27.27 0.2775 0.6045 1.4753 0.1565 

　 After 　 　 　 　 　 　 　 　

Pigments Before 55.92 23.76 66.11 24.12 0.2819 0.6016 (0.9667) 0.3458 

During 81.75 16.50 52.89 28.58 0.0283 0.8681 0.2576 0.7995 

After 　 　 　 　 　 　

Winkles Before 20.00 7.16 19.11 5.95 0.8150 0.3780 0.3019 0.7660 

During 17.00 10.39 18.78 6.76 0.2740 0.6067 (0.3758) 0.7112 

　 After 　 　 　 　 　 　 　 　

Sensitivity Before 3.08 3.78 6.44 16.33 3.1540 0.0918 (0.6941) 0.4960 

During 6.50 4.36 6.22 15.67 7.0904 0.0154 (1.0000) 0.3466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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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ffects of Galsu + avocado yoghurt on the skin properties of mothers 

　
　

Mother 
(n)

Breast milk 
feeding (10)

Non Breast 
Milk Feeding 

(4)
　 　 　 　

Stage Mean S.D. Mean S.D. F P t P

Moisture Before 47.20 15.51 57.00 12.91 0.1577 0.6983 (1.1114) 0.2882 

During 49.90 14.07 56.00 8.79 0.3374 0.5721 (0.7957) 0.4417 

After 　 　 　 　

Elasticity Before 44.90 16.29 54.75 20.76 1.0499 0.3257 (0.9505) 0.3606 

During 48.10 18.35 54.50 13.63 0.1632 0.6933 (0.6256) 0.5433 

　 After 　 　 　 　 　 　 　 　

U-Zone Before 11.60 18.16 1.00 0.00 8.0939 0.0148 1.8457 0.0980 

During 3.70 7.86 1.00 0.00 1.9094 0.1922 0.6704 0.5153 

After 　 　 　 　

T-Zone Before 14.30 20.08 1.00 0.00 7.0281 0.0211 2.0942 0.0657 

During 10.40 16.20 1.00 0.00 3.1549 0.1010 1.1324 0.2796 

　 After 　 　 　 　 　 　 　 　

Pore Size Before 28.90 12.11 37.75 12.37 0.1216 0.7334 (1.2284) 0.2429 

During 27.80 11.07 36.00 16.75 0.5899 0.4573 (1.0885) 0.2977 

After 　 　 　 　

Sebum Before 37.30 29.60 38.25 39.53 1.2224 0.2906 (0.0434) 0.9672 

During 43.00 24.34 25.25 33.91 0.4393 0.5200 1.1093 0.2890 

　 After 　 　 　 　 　 　 　 　

Pigments Before 58.50 26.11 71.50 25.48 0.6145 0.4483 (0.8466) 0.4138 

During 71.20 25.83 81.75 16.50 1.4989 0.2443 (0.7479) 0.4689 

After 　 　 　 　 　 　

Winkles Before 15.50 4.93 24.25 9.43 1.7887 0.2059 (2.3259) 0.0384* 

During 16.90 5.26 17.00 10.39 2.1539 0.1679 (0.0245) 0.9809 

　 After 　 　 　 　 　 　 　 　

Sensitivity Before 10.00 2.10 16.25 23.74 14.6973 0.0024 (1.1870) 0.3194 

During 1.00 0.00 6.50 4.36 52.5000 0.0000 (2.5236) 0.0859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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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One sample t-검정에 의한 음용 효과 비교  

각 피부 특성은 표 2 및 3에 제시된 대로 제조업체 (API-100, Aram Huvis, 서울, 한국)의 자체 

표준 수준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즉 표

준 수준에 더 가깝게 변화한 각 특성들의 평균 수준을 의미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해석

법처럼 두 그룹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비교하거나 또는 두 그룹 또는 두 진단 시기 사이의 데이

터가 차이가 있는지 만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two samples 간의 F-검정 보다는 one sample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Levene 검정을 실시하여 t-검정 통계결과로 설명하는 것

이 보다 합리적인 결과 해석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각 측정 항목별로 지정된 표준 수준과 측

정된 수준의 근접도(?)를 근거로 피부 특성이 개선되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

로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평균 수준의 방향이 표준 수준에 가까워지면 그 속성

은 개선되고 있다는 결과를 의미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얼굴 피부의 피지의 출현 값은 음용 전 37.57이었으며, 이는 표준 수준 (33)보다  피지

가 약간 많음을 의미한다. 아보카도 요구르트와 갈수를 음용한 참여자 3 명 중 큰 변화는 없었지

만, 음용 전 37.57에서 음용을 시작한 2 주일 후 37.93-43.00으로 증가한 후, 다시 음용 종료 후 1

주일 이내에 49.30을 나타내어 표준 수준 (33)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그 결과 아보

카도 요구르트와 갈수를 함께 음용한 그룹에서는 피부의 개선 수지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아보카도 요구르트를 사용한 또 다른 실험의 예에서, U-Zone (눈 아래 피부)과 T-Zone

(눈 사이 피부)의 유분, 모공의 크기, 피지 분비량 및 주름의 수 모두 각각의 표준 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향상되었다 (Table 5). 이 그룹의 유분 수준은 10.19 (T-Zone)과 22.29 (U-Zone) 에서 각

각 16.00과 26.15로 증가했으며, 두 방향 모두 표준 수준인 59에 가까운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모

공의 크기도 당초 40.62에서 29.67로 개선되었으며 표준 수준인 33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 임상실험 참가자들은 피지뿐만 아니라 주름의 수는 각각 얼굴 모공 크기가 54.7에서 39.5로 표

준 수준 (33)에 가깝게, 눈가 주름의 수가 35.24에서 19.17로 감소하여 표준 수준 (15)에 근접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또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을 기초로 삼아 아보카도 요구르트를 음용하기 전의 수유부 (Table 10), 음

용하는 기간 중 (Table 11), 음용 중단 1주일 이내 (Table 12) 등의 시점에서 표준 수준과 비교해 보

았다. 이 경우 표준 값과 차이를 보이는 특성들은 개선효과가 없는 것이며, 표준 값에 근접한 수준

인 경우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야 개선효과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각 피부 특성들

이 표준 값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음용 전에는 U-Zone의 유분, T-Zone 유분, 모공, 색

상, 주름 수, 민감성 등 6개 특성이었다. 음용 기간 중에는 수분, 2 곳의 유분, 색상, 주름 수, 민감

성 7개 특성이 차이를 보였고 모공의 크기는 개선되었다. 음용 종료 1주일 후에는 2곳의 유분, 모

공, 색상, 민감성 등 5개 특성이 차이를 보여 음용 전에 비하여 주름 수에서 개선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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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 of skin properties of mothers before drinking avocado yoghurt with

the target level of each property (n=35)

Skin properties Mean S.D. t P Min. Max. Significance

Moisture 50.77 12.71 -1.037 0.307 -6.60 2.14 

Elasticity 48.49 13.47 -0.226 0.823 -5.14 4.11 

Oiliness
U Zone 9.54 15.93 -18.373 0 -54.93 -43.99 ***
T zone 17.57 22.70 -10.798 0 -49.23 -33.63 ***

Pore size 31.34 11.27 3.33 0.002 2.47 10.21 **
Pigmentation 61.06 24.25 8.796 0 27.73 44.39 ***
Sebum 39.40 29.68 1.276 0.211 -3.79 16.59 

Winkles 18.97 6.81 3.45 0.002 1.63 6.31 **

Sensitivity 5.17 11.81 -4.923 0 -13.89 -5.77 ***

p<0.05, *The recommended levels of each property are 53 for moisture, 49 for elasiticity, 59 for oiliness on T zone, 59 for 
oiliness on U zone, 25 for pore size, 25 for pigmentation, 33 for sebum, 15 for winkles, and 15 for overall susceptibility.

Table 11. Comparison of skin properties of mothers during drinking avocado yoghurt with

the target level of each property (n=35)
Mean S.D. t P Min. Max. Significance

Moisture 48.11 12.50 -2.312 0 -9.18 -0.59 ***
Elasticity 46.23 14.21 -1.154 0.257 -7.65 2.11 

Oiliness
U Zone 6.23 11.14 -28.029 0 -56.60 -48.95 ***
T zone 12.17 14.08 -19.678 0 -51.67 -41.99 ***

Pore size 30.77 13.35 2.558 0.015 1.19 10.36 **
Pigmentation 62.51 27.34 8.117 0 28.12 70.00 ***
Sebum 36.31 28.30 0.693 0.493 -6.41 13.04 

Winkles 17.71 5.96 2.693 0.011 0.67 4.76 **
Sensitivity 2.97 8.14 -8.746 0 -14.82 -9.23 ***

p<0.05, *The recommended levels of each property are 53 for moisture, 49 for elasiticity, 59 for oiliness on T zone, 59 for 
oiliness on U zone, 25 for pore size, 25 for pigmentation, 33 for sebum, 15 for winkles, and 15 for overall susceptibility.

Table 12. Comparison of skin properties of breast milk feeing mothers one week after

stopping drinking avocado yoghurt with the target level of each property (n=22)
Skin properties Mean S.D. t P Min. Max. Significance

Moisture 50.05 13.15 -1.054 0.304 -8.79 2.88 

Elasticity 47.05 14.86 -0.617 0.544 -8.54 4.64 

Oiliness
U Zone 11.23 19.11 -11.723 0 -56.25 -39.30 ***
T zone 19.27 23.98 -7.77 0 -50.36 -29.09 ***

Pore size 31.91 14.42 2.248 0.035 0.52 13.30 *
Pigmentation 60.18 25.20 6.549 0 24.01 46.35 ***
Sebum 43.95 31.03 1.656 0.113 -2.81 24.71 

Winkles 17.82 5.30 2.495 0.021 0.47 5.17 

Sensitivity 1.09 0.43 -153 0 -14.10 -13.72 ***
p<0.05, *The recommended levels of each property are 53 for moisture, 49 for elasiticity, 59 for oiliness on T zone, 59 for 

oiliness on U zone, 25 for pore size, 25 for pigmentation, 33 for sebum, 15 for winkles, and 15 for overall suscep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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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Group 별 음용기간 중 효과 비교

모유 수유부 (Group-BF) 의 갈수+아보카도 요구르트 음용 효과 (Table 13)와 아보카도+요구르트 

음용 효과 (Table 14), 그리고 모유 비수유부 (Group-NF) 의 갈수+아보카도 요구르트 음용 효과 

(Table 15)와 아보카도 +요구르트 음용효과 (Table 16)를 각각 비교하였다.

Table 13에서 모유 수유부들의 갈수+아보카도 요구르트 음용효과를 보면 수분 보습은 47.2-49.9 수준으로

서 표준 수준 (53)과 차이가 없었으며, 탄력성도 44.9-48.1로서 표준 수준 (49)과 큰 차이가 없었다. 유분 

함량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모공의 크기와 색상은 표준 수준 (각각 25) 에 비하여 높은 수준 (28.9-34.6

및 57.7-58.5) 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지 분비량에서도 37.3-49.3으로서 표준 수준 (33) 보다 높은 편이었다.

주름의 수는 15.5-16.2로서 표준 수준 (15) 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Table 14에서 모유 수유부들의 아보카도+요구르트 음용효과를 보면 수분 보습은 49.17-50.92 수준으로서 

표준 수준 (53)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탄력성도 46.92-48.42로서 표준 

수준 (49)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U-Zone 유분 함량은 8.42-16.00으로서 표

준 수준 (59)에 비하여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T-Zone 유분 함량은 17.33-26.17로서 음용 전의 31.17보다는 

낮았으나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모공의 크기와 색상은 표준 수준 (각각 25) 에 비

하여 높은 수준 (26.179-34.08 및 55.92-62.25) 을 유지하고 있었고 음용 전보다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모공의 크기 변화는 진단 시기에 따라서 음용 전 (p<0.01)과 음용 중 (p<0.05)에는 유의성을 보였다.

색상의 변화는 진단 시기에 따라서 표준 색상과는 음용 전 (p<0.01), 음용 중 (p<0.05) 및 음용 후 

(p<0.001) 유의성을 보였다. 피지 분비량에서도 52.83에서 39.50으로 감소하였으나 표준 수준 (33) 보다 다

소 높은 편이었다. 주름의 수는 20.0에서 19.17로 유지되었으며 표준 수준 (15)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Table 15에서 모유 비수유부들의 갈수+아보카도 요구르트 음용효과를 보면 수분 보습은 47.2-49.9 수준으

로서 표준 수준 (53)과 차이가 없었으며, 탄력성도 44.9-48.1로서 표준 수준 (49)과 큰 차이가 없었다. 유분 

함량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모공의 크기와 색상은 표준 수준 (각각 25) 에 비하여 높은 수준 (36-37.75

및 71.5-81.75) 을 유지하고 있어 표준값과 각각 ㅔ<0.05 및 p<0.01의 차이를 보여 검은 피부의 색상이었

다. 피지 분비량에서도 25.25-38.25로서 표준 수준 (33) 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편이었으며, 모유 수유부

보다 적은 편이었다. 주름의 수는 17-24.5로서 표준 수준 (15) 보다 높았고, 모유 수유부 보다도 높았다.

Table 16에서 모유 비수유부들의 아보카도+요구르트 음용효과를 보면 수분 보습성은 41.22-52.56 수준으로

서 표준 수준 (53) 보다 낮았으며, 탄력성도 39.56-51.22로서 표준 수준 (49) 보다 낮은 편이었다. 유분 함

량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모공의 크기는 27.56-27.78로서 표준 수준 (25)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색상은 

표준 수준 (각각 25) 에 비하여 높은 수준 52.89-66.11) 이었다. 피지 분비량에서도 24.33-24.56으로서 표준 

수준 (33) 보다 낮은 편이었다. 주름의 수는 18.78-19.11로서 표준 수준 (15) 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의 해석은 아보카도 요구르트 음용 그룹이 갈수 + 아보카도 요구르트 음용 그룹보다 피부 건

강 개선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식이 임상 연구를 통해

서는 아보카도 또는 요구르트에 함유되어 있는 어떤 성분이 그러한 결과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물질인

지 결론을 지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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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Proximity to the target levels of the skin properties of breast milk feeding mothers

drinking avocado yoghurt

Skin Property Stage Mean S.D. t-Value P-Value

Moisture Before 47.2000 15.5120 -1.182 0.267

During 49.9000 14.0748 -0.696 0.504

After 49.0000 13.9284 -0.908 0.387

Elasticity Before 44.9000 16.2921 -0.796 0.447

During 48.1000 18.3512 -0.155 0.880

　 After 45.4000 13.8179 -0.824 0.431

U-Zone Before 11.6000 18.1610 -8.254 0.000***

During 3.7000 7.8606 -22.247 0.000***

After 5.5000 14.2302 -11.889 0.000***

T-Zone Before 14.3000 20.0834 -7.038 0.000***

During 10.4000 16.2015 -9.486 0.000***

　 After 11.0000 21.9444 -6.917 0.000***

Pore size Before 28.9000 12.1147 1.018 0.335

During 27.8000 11.0735 0.800 0.445

After 34.6000 14.2611 2.129 0.062

Pigments Before 58.5000 26.1119 4.057 0.003**

During 71.2000 25.8319 5.656 0.000***

　 After 57.7000 26.6460 3.881 0.004**

Sebum Before 37.3000 29.6012 0.459 0.657

During 43.0000 24.3356 1.299 0.226

After 49.3000 33.0758 1.558 0.154

Winkles Before 15.5000 4.9272 0.321 0.756

During 16.9000 5.2589 1.143 0.283

　 After 16.2000 4.1042 0.925 0.379

Sensitivity Before 2.1000 3.4785 -11.727 0.000***

During 1.0000 .00000a -69.000 0.000***

　 After 1.2000 0.6325 　 　
p<0.05, *The recommended levels of each property are 53 for moisture, 49 for elasiticity, 59 for oiliness on T 
zone, 59 for oiliness on U zone, 25 for pore size, 25 for pigmentation, 33 for sebum, 15 for winkles, and 15 
for overall suscep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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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Proximity to the target levels of the skin properties of breast milk feeding mothers

drinking avocado yoghurt

Skin Property Stage Mean S.D. t-Value P-Value

Moisture Before 50.33 6.76 -1.367 0.199

During 49.17 9.96 -1.333 0.209

After 50.92 13.03 -0.554 0.591

Elasticity Before 47.33 7.94 -0.728 0.482

During 46.92 8.88 -0.813 0.433

　 After 48.42 16.16 -0.125 0.903

U-Zone Before 15.42 19.88 -7.593 0.000***

During 8.42 13.24 -13.232 0.000***

After 16.00 21.84 -6.820 0.000***

T-Zone Before 31.17 27.38 -3.521 0.005**

During 17.33 15.01 -9.615 0.000***

　 After 26.17 24.29 -4.683 0.001***

Pore size Before 34.08 10.05 3.131 0.010**

During 33.75 13.14 2.307 0.041*

After 29.67 14.78 1.094 0.297

Pigments Before 55.92 23.76 4.507 0.001**

During 56.08 27.79 3.874 0.003*

　 After 62.25 24.92 5.178 0.000***

Sebum Before 52.83 27.94 2.459 0.032*

During 43.25 29.76 1.193 0.258

After 39.50 29.93 0.752 0.468

Winkles Before 20.00 7.16 2.419 0.034*

During 17.83 4.78 2.052 0.065

　 After 19.17 5.95 2.425 0.034*

Sensitivity Before 3.08 3.78 -10.930 0.000

During 1.00 0.00

　 After 1.00 0.00 　 　

p<0.05, *The recommended levels of each property are 53 for moisture, 49 for elasiticity, 59 for oiliness on T 
zone, 59 for oiliness on U zone, 25 for pore size, 25 for pigmentation, 33 for sebum, 15 for winkles, and 15 for 
overall suscep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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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Proximity to the target levels of the skin properties of non-breast milk feeding

mothers drinking galsu+avocado yoghurt

Skin Property Stage Mean S.D. t-Value P-Value

Moisture Before 57.0000 12.9099 0.620 0.579

During 56.0000 8.7939 0.682 0.544

After

Elasticity Before 　 　 　 　

During

　 After 　 　 　 　

U-Zone Before 1.0000 .00000a 1.000 0.000***

During 1.0000 .00000a 1.000 0.000***

After

T-Zone Before 1.0000 .00000a 0.000 0.000***

During 1.0000 .00000a 0.000 0.000***

　 After 　 　 　 　

Pore size Before 37.7500 12.3659 2.062 0.131

During 36.0000 16.7531 1.313 0.281

After

Pigments Before 71.5000 25.4755 3.651 0.035*

During 81.7500 16.5000 6.879 0.006**

　 After 　 　 　 　

Sebum Before 38.2500 39.5253 0.266 0.808

During 25.2500 33.9055 -0.457 0.679

After

Winkles Before 24.2500 9.4296 1.962 0.145

During 17.0000 10.3923 0.385 0.726

　 After 　 　 　 　

Sensitivity Before 16.2500 23.7399 0.105 0.923

During 6.5000 4.3589 -3.900 0.030*

　 After 　 　 　 　
p<0.05, *The recommended levels of each property are 53 for moisture, 49 for elasiticity, 59 for oiliness on T 
zone, 59 for oiliness on U zone, 25 for pore size, 25 for pigmentation, 33 for sebum, 15 for winkles, and 15 for 

overall suscep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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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Proximity to the target levels of the skin properties of non-breast milk feeding

mothers drinking avocado yoghurt

Skin Property Stage Mean S.D. t-Value P-Value

Moisture Before 52.56 15.86 -0.084 0.935

During 41.22 13.63 -2.593 0.032*

After

Elasticity Before 51.22 13.37 0.499 0.631

During 39.56 14.54 -1.948 0.087

　 After 　 　 　 　

U-Zone Before 3.22 4.97 -33.673 0.000***

During 8.44 13.50 -11.234 0.000***

After

T-Zone Before 10.44 14.83 -9.820 0.000***

During 12.22 11.44 -12.264 0.000***

　 After 　 　 　 　

Pore size Before 27.56 11.09 0.691 0.509

During 27.78 15.11 0.551 0.596

After

Pigments Before 66.11 24.12 　 　

During 52.89 28.58 

　 After 　 　 　 　

Sebum Before 24.33 23.80 -1.093 0.306

During 24.56 27.27 -0.929 0.380

After

Winkles Before 19.11 5.95 2.074 0.072

During 18.78 6.76 1.677 0.132

　 After 　 　 　 　

Sensitivity Before 6.44 16.33 -1.571 0.155

During 6.22 15.67 -1.681 0.131

　 After 　 　 　 　
p<0.05, *The recommended levels of each property are 53 for moisture, 49 for elasiticity, 59 for oiliness on T 
zone, 59 for oiliness on U zone, 25 for pore size, 25 for pigmentation, 33 for sebum, 15 for winkles, and 15 for 
overall suscep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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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임산부와 수유부 여성의 자신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체형 회복과 피부 건강상태 회복

이다. 그러나 임산부나 수유부는 자신보다는 태아 또는 신생아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뢰할 수 있

는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식품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Rhu, et al, 2017). 일반인

들도 체형과 피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식품 및 화장품 산업에서는 영양소와 

피부 건강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에도 피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피부 노화를 완화시키는 식품 성분 및 보충 식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Boelsma 등, 2001).

Fernades 등 (2015)의 905명을 대상으로 cross-sectional 연구법에 의해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생리

적인 변화가 일어난 경우가 88.95% 이었으며, 가장 빈번한 변화는 피부 색상변화 (54.75%) 로 나

타났다. 특이한 피부병 발생률은 8.73% 으로서 아토피성 발진은 임신 3기에 빈번히 발생 (56.09%)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현상은 발생이 많았던 것에 비하여 출산 중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높거나 (high risk)와 낮은 (low risk) 것과는 통계적 차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체적 

변호와 특별한 임신성 피부병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피부의 색상변화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선형의 검은 반점 (Linea Nigra) 54.75%, Melasma

54.03%, 모반 (Nevus) 증가 41.43%의 비율로 자가 검진되었다. 기타 임신선 (strech mark)

46.96%, 혈관성 변화 41.21%, 선성 변화 35.80%, 모발 변화 (모방 증가 20.99%; 모발 감소 11.04%)

기타 손톱 변화 (8.06%)로 보도되었다.

국내 여대생의 식품 선호도에 따른 피부 건강 상태와의 관계를 조사한 홍 등 (2009)에 의하면, 기

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달콤한 음식 그리고 육식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p<0.001),

반대로 비타민, 우유, 녹차의 선호도가 낮을수록 (p<0.05), 과일과 채소의 선호도가 낮을수록 

(p<0.05), 피지가 많이 나오고 모공이 커졌으며, 피부 결을 거칠게 만들고, 잡티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달콤한 음식 그리

고 육식의 선호도가 낮을수록 (p<0.01), 비타민, 우유, 녹차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p<0.05) 피부의 

보습력이 높아져서 피부에 탄력성이 생기고, 주름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의 음식물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p<0.05) 피부의 민감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피부 건강 상태를 양호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식품인 식습관은 종

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즉, 피지와 모공, 그리고 피부결에 관련된 식품군

으로서 피해야 할 식품과 권장해야하는 식품들, 보습력, 탄력 및 주름 생성에 관련된 식품군으로

서 피해야 할 식품과 권장해야 할 식품들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피부 민감성은 과일과 채소를 즐

길수록 높아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피지는 모공을 넓게 만들며, 정상적 각화 작용을 둔화시켜 피부 조직이 두꺼워져 피부 결을 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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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며, 결국에는 여드름과 같은 피부 장애를 유발한다 (신 등, 2008). 국내의 여대생들이 선호

하는 식품의 유형과 피부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홍 등 (2009)의 요인분석 연구에서 

피지 분비와 모공의 크기가 가장 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요인으로서는 피부 탄

력도, 피부의 촉촉함, 주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 각질층에 존재하는 수분은 탄력성과 유연

성에 영향을 주며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10% 이하가 되면 각질 세포의 탈락 진행속도가 빨라지

고,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주름이 발생하며, 탄력이 저하 된다 (강, 1996).

Pérez-Sánchez 등 (2018)은 Neutraceuticals에 사용하는 여러 영양소와 피부의 상관 관계, 특히 영

양소의 광 보호 효과, 영양소가 피부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 피부 질환에서 영양소의 치료 작

용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고찰하였다. 피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성분으로는 비타민, 미

네랄 또는 필수 지방산 등으로서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리 활성 식품 화합물은 

주로 식물에서 추출되고 있으며 동물성 식품에서도 일부 추출되기도 한다 (Kussmann 등, 2007).

인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식이 성분의 하나로서 n-3 불포화 지방산 (PUFA)이 유용한 식

이 화합물로 연구되고 있다 (Kelley 등, 1991; Boelsma 등, 2001; 이, 등 2019; 박 등, 2019)

Kelley 등 (1991)은 식이성 n-3 PUFA가 여러 면역 상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21 %의 리놀렌산 

(C18:3 n-3)을 함유하는 아마씨 기름이 풍부한 식이를 섭취한 10 명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연

구하였을 때, 대조군 식이인 1 % 리놀렌산을 함유하는 아마씨 유를 섭취하였을 때보다 세포내 항

원 주입 후 반응을 기초로 하는 지연형 피부과민성 (DTH: delayed-type hyper- sensitivity) 반응

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세포 내 면역의 시험 관내 측정은 아마씨 유의 현저한 

억제 효과를 보여 주었다.

피부에 자외선 B (UVB)이 조사되면 반응성 산소 종 (ROS: reactive oxygen species)의 생성을 유

발할 수 있으며, 이는 MMP (matrix metalloproteinase) 분해 효소를 발현시켜 피부의 콜라겐 분

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UVB 광선에 피부를 만성적으로 노출시키면 주름, 비정상적인 색소 침착 

및 탄력 손실과 같은 노화와 일치하는 조직학적 변화를 초래한다. Lim 등 (2014)은 식이 보충제

로서 녹차씨 추출물 (GSE: Green tea seed extracts) UVB 조사로 인해 피부의 털을 제거한 마우

스의 주름 형성 및 피부 콜라겐 섬유의 밀도 감소 유발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주름의 형성 

및 피부 콜라겐 섬유의 밀도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항산화 분석 결과, GSE 200 mg / kg의 식

이 보충제를 섭취하면 MMP-1, MMP-3 및 MMP-9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하고 TIMP 및 제 1 형 

콜라겐의 발현이 증가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김 등 (2014) 도 녹차나무 씨 추출물을 사용하여 자외선을 조사한 인체 피부 섬유아세포에서 항

산화 효능과 MMPs 및 collagen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녹차나무 씨 추출물은 피부 섬유아세포에

서 MMP-1의 합성을 감소시키고 collagen의 합성을 증가시켰으며, MMP-1, MMP- 3, MMP-9의 

mRNA 발현을 감소시키고 type-1 collagen 의 mRNA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서 피부의 광에 의한 

노화 억제하는 효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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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등 (2008)은 체성분, 영양소 섭취상태가 민감성 피부 여대생의 피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44명의 여대생들은 대부분 건성 피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감한 

피부 군은 주름 두께가 두꺼우며, U-zone과 T-zone 피지 분비량이 정상 피부 군보다 낮았으며 (p

<0.05), 피부 반점은 높았다 (p <0.05)고 하였다. 또한 영양 섭취 측면에서 민감한 피부 그룹은 무

기물인 P와 비타민 A와 E의 섭취가 낮았으며 (p <0.05). 피부 균일성은 에너지 섭취, 비타민 A,

B1, B2, C, E, 나이아신 및 아연 (p <0.05), 엽산 및 P (p <0.01) 및 비타민 B6 (p <0.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피부 반점도 비타민 A, B6 및 E, 그리고 엽산, Fe 및 P의 섭취와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피부 건강 상태는 영양 섭취 및 체성분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식

이 섭취와 체성분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 민감한 피부를 가진 여성들도 피부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임상실험에 사용한 3가지 미용식품 개발품은 첫째, 섬유질이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3

종의 두류를 원료로 제조한 콩콩콩 쿠키 섭취 실험에 참여한 임산부 및 수유부들은 크게 3가지 

유형 (무광성, 중성, 건성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함량이 비교적 높은 타이거 너트 함

유 요구르트는 임상실험 참가자의 수가 적었지만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 함량이 풍부하고 단백질, 유기산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아보카도 요구르트는 유분, 모

공의 크기, 피지 분비량 및 주름의 수 모두 각각의 표준 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시킨 것을 

감안해볼 때, 피부 건강에 복합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결론]

임산부, 수유부 및 출산 후 여성 등 가임 연령기의 23세-40세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콩콩콩 쿠키의 

식이 임상실험을 한 결과, 제조사가 권장하는 표준값을 기준으로 볼 때유분은 감소되었고, 수분은 

적정 수준 범위를 유지하였다. 피부 탄력도는 워낙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모공의 크기와 

색소 침착은 약간 감소하였다. 주름의 수는 기준 값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부 미용 증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른 두 종류의 미용식품 아보카도 요구르트와 

갈수(타이거 넛트 음료) + 아보카도 요구르트는 3차례의 식이 임상실험 단계를 거쳐 피부 건강 증

진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총 54 명의 참가자를 22 명의 모유 수유 여성으로 구성된 

그룹과 13 명의 비모유 수유 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 수분, 유분, 피부 탄력도, 모

공 크기, 피지 크기와 분비 수준, 주름 수, 피부 색상 등을 포함하는 9 가지 범주의 피부 진단 검사

를 2 주간의 음용실험 기간 동안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아보카도 요구르트의 음용 그룹이 피부진단 항목에서 더 많은 특성들

이 각 피부 특성별 규정된 표준 수준과의 근접도를 비교하는 해석 방법을 통하여 갈수 + 아보카도 

요구르트 음용 그룹보다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맞춤식 미

용식품의 중 어떤 성분이 임상실험 참가자의 피부 건강에 효과적 이었는지 밝히지는 못하였다. 아

보카도 열매 또는 요구르트에 존재하는 피부 건강 증진 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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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술이전 유형 계약명칭 대상기관 계약체결일 기술료

1 특허권 양도

임신부 및 수유부의 피부 

미용 개선용 타이거너트 

음료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10-2018-0

025784) 특허권 양도 계약

일동후디스 2019.06.21
10,000천원

(VAT 별도)

2-4-2. 기술적 성과

2-4-2-1.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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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제품화

○ 본 과제를 통하여 총 4건의 제품 개발이 이루어짐

가. 타이거너츠 갈수

(1) 품목제조보고서 

(2)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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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시마쿠키

(1) 품목제조보고서 

(2)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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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콩콩콩쿠키

(1) 품목제조보고서 

(2)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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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저레몬캔디

(1) 품목제조보고서 

(2)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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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1

소요예산(백만원) 50 (예상)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 175 875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국내 0.1 20 40

국외 - - -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임산부·수유뷰 타겟 제품 라인업 확장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단위: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내수) - - -

수    출 - - -

항목 세부항목 성 과

사업화

성과

매출액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0억원

향후 3년간 매출 1.75억원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0억원

향후 3년간 매출 0억원

시장

점유율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0%

국외 : 0%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20%

국외 : 0%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0%

국외 : 0%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5%

국외 : 0%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현재 제품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 위

3년 후 제품 세계 시장경쟁력 순위 - 위

2-4-3. 경제적 성과

2-4-3-1. 사업화 성과

2-4-3-2. 사업화 계획 및 매출실적

2-4-3-3. 고용창출

- 본 과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18년(3차년도) 연구소 인원 2명(연구원) 고용창출 성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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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세부과제명 세부연구목표 연구결과

달성률

(%)

1차

년도

(2016)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영양 ․ 미용 

증진 프로젝트

임산 ·

수유부용식품 제품 

시장 현황 및 제품 

분석

• 국내 임산 ․ 수유부용식품(유형) 및 관련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파악(공식 통계자료 첨부, 유니기획 의뢰(임산 ․

수유부 관련))

• 국내 유통 임산 ․ 수유부용식품(유형) 및 임산 ․ 수유

부 타겟 제품 비교 분석 실시

• 유형별 법적규격, 표시기준 검토 완료

100

특허 Map(PM;

Patent Map) 분석

• 임산 ․ 수유부용식품 관련 검색 카테고리 분류

- 성분 및 원료 : 엽산, 철분, 칼슘, 오메가-3&6, 유산균, 기

타

- 영양성분 : 원물, 분말, 액상, 기타1(완제품형태), 기타2(조

성물, 캡슐)

- 증상 : 수유촉진, 입덧완화, 체중조절

• 임산 ․ 수유부용 식품 technology mapping 완료 및 분

석

100

임산부,

태아/수유부의 

부족 및 필요 

영양학적 요소 

도출을 통한 

개발제품 컨셉 

• 해당 유형별 컨셉(안) 작성 : 각 1건(아이데이션 단계)

100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3-1. 목표

○ 임산부 · 수유부를 위한 시기별 부족 및 필요 영양학적 요소 분석

○ 제품의 간편섭취형태 연구(제형연구) 및 제품 컨셉 개발

○ 생체효율 및 밸런스 적용연구 및 효용성 검증(in vitro, 적응적 간이임상)

○ 임산부 · 수유부의 시기별 맞춤형 제품 개발 및 산업화

○ 정량적 목표 (연구기간 내)

- 지식재산권 : 특허출원 3건

- 기술실시 : 기술이전 1건

- 사업화 : 제품화 4건, 고용창출 2건

- 학술성과 : 논문 게제 SCI급 3편, 비 SCI급 4건, 학술발표 4건

- 인력양성 : 1건

- 홍보전시 : 1건

3-2. 목표 달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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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임산부 ․

수유부 영양을 

위한 제형 개발

임신부의 시기별 

부족 및 필요 

영양소 분석

• 임신부의 시기별 부족 및 필요영양소는 철분, 칼슘, 엽산,

필수지방산, 단백질, 티아민 등

• 수유부의 부족 및 필요영양소는 단백질, 필수지방산, 칼

슘, 엽산, 수분등 

• 입덧기/임신안정기/수유기로 구분하여 필요 영양소 선정

100

식품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메타분석용 raw

data 수집

• 총 논문수 : 584개

• 9개의 category로 나누고 각 논문을 분류 

• 이 중 식품 category 내에서 제품에 활용 가능성이 있는 

식품(생선유, 프로바이오틱스)을 소재로 한 메타분석 논문 

선정 (* 구체적 연구결과는 아래 첨부함)

100

식품 선정을 위한 

메타분석 실시

• 진행중
100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맞춤형 식품의 

미용 증진 효과 

연구

예비 산모의 

체형과 피부 

변화에 따른 미용 

관심도 조사

• 화장품미용학회 포스터 발표(제출완료)

- 발표제목 : “출산경험에 따른 영양・미용증진 보조식품 

인식도 차이 분석”
100

임산부와 수유부의 

체형변화 및 미용 

관심도 조사

• 인체예술학회 구두발표(발표문 및 포스터 제출완료)

- 발표제목 “출산경험에 따른 영양・미용관리 관심도 차이 

및 자가관리 실태 조사”

100

식품을 통한 

미용건강 

증진방안의 과학적 

근거 조사

• 식단조절에 의한 임산부의 피부 관련 과학적 연구 내용 

조사 완료

• Low GI Diet 섭취 효과에 관한 과학적 근거 조사 완료

• 지속적인 보완 조사 실시 중에 있음.

100

in vitro 및 간이 

임상법에 의한 

피부 미용 

증진효과 효용성 

조사

• 2차 년도 임상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분석 또는 

위탁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완료

100

국내외 동종 

제품의 미용 증진 

효용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 인터넷 웹 서치를 통해서 2종의 제품 효용성을 조사 

• 12월 중순 유럽 출장계획에 의거하여 국외 제품 수집, 검

토
100

2차

년도

(2017)

임산부 ․

수유부를 위한 

영양 ․ 미용 

증진 프로젝트 

컨셉 확정 및 

포뮬러 개발

• 소비자조사 결과를 통한 컨셉 확정

• 임산수유부 타겟에 맞춘 디자인 연구를 통한 시장 진입

전략 수립

• 연암대 영양 및 미용요소분석 결과를 통한 영양설계 및 

포뮬러 개발

100

후보원료 적용 

제품 제제화 연구 

및 성분 분석

• 일상대용식의 원료에 관한 제조공정의 표준화 및 기준규

격 설정 확보 100

제형별 실험실적 • 분말, 복합물의 제형별 안전성 및 보존테스트 완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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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실시를 

통한 개발가능여부 

검토 및 제형 설정

• 일반 영양성분 분석 완료

Pilot 테스트 

제품의 품질 

안정성 평가 및 

규격 설정

• 일상대용식 생산공정 연구, 공정 set-up에 관한 자료 확

보
100

대량생산 공정 

확립  

• 일상대용식의 연속식 유동층 과립화를 통한 대량생산 공

정 확립
100

임산부 ․

수유부 영양을 

위한 제형 개발

제형 결정에 따른 

컨셉 수립 및 

포뮬러 개발

• 섭취간편성, 영양 및 미용성, 기호성의 컨셉으로 제형 결

정에 반영

• 임신 시기 및 수유 시기별 고려 영양소 선정→단백질, 칼

슘, 엽산, 철분, 식이섬유, 수분, 필수지방산, Low GI, biotin

• 국내외 시장조사 및 임신 수유부 설문조사 분석 결과 사

용 가능 원료와 제형 형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스킷 또는 

쿠키, 후식용 캔디, 젤리, 액상형 음료 제형으로  결정

100

임산부·수유부를 

위한 제품 개발 

• 임신부· 수유부 제품 개발 시 임신기 및 수유기를 단순

히 기간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입덧 현상이 나타나 식품 섭

취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입덧기와 입덧 현상이 안정화 되

어 체중 증가 및 태아 발달이 활발한 입덧 안정기, 그리고 

출산 후 모유 분비 및 수유기로 구분하였음.

• 입덧기: 입덧 진정 및 완화, 유기산, 엽산 보충과 간편 섭

취를 고려하여 캔디와 마시는젤리로 확정하였음.

• 입덧안정기: 영양요구도를 반영하고, 변비완화, 배변활동 

향상을 고려하여 간편하고 기호성이 높은 쿠키 제형으로 확

정하였음  입덧안정기에는 다뇨 혹은 빈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차류와 단순당 사용은 제한하기로 함 

• 수유기: 체중 조절을 위하여, low GI 식품원료 중에 피부

미용 개선, 모발 영양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섭취하고 기호성

이 높은 쿠키와 모유 수유로 인한 갈증을 해소하고, 수분공

급, 피부 및 모발 영양을 고려한 음료로 제형을 확정함.

• 입덧기: 입덧 진정 및  완화 생강 함초  캔디와 유기산,

엽산, 철분 함유량 높은 석류, 망고, 복숭아 마시는 젤리 개

발

• 입덧안정기: 변비 완화 및 대장활동 향상을 위한 다시마 

쿠키 개발

• 체중조절 및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맥주효모 및 두류첨

가 쿠키 및  피부미용 개선 및 수분보충 타이거너트 갈수 

음료 개발 

100

반응표면분석법을 

통한 제품 최적화 

• 입덧기: 생강함초캔디, 마시는 과일젤리

• 입덧안정기: 다시마 쿠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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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기: 맥주효모 및 두류 첨가 쿠키, 타이거너트 갈수 

음료

→ 임산부·수유부 제품 5종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을 최적화 

하였음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맞춤형

식품의 미용

증진효과

연구

임산부 수유부의 

체형변화 및 미용 

관심도 조사

• 한국유가공과학회

- 포스터발표(17.05.26)

- 발표제목 : “임산부 및 수유부의 영양·미용·체형변화에 

대한 관심도와 미용 보조 식품에 관한 연구”

100

• 한국유가공과학회

- 학술지 35권(4호)(12월 31일)

- 발표제목 : “임산부 및 수유부의 미용 증진 supplement

식품에 대한 관심도 및 섭취실태”

100

피부미용 증진효과 

효용성 분석  

• 총 14명의 임산부 임상 실험 완료

• 조사항목 6항목

- 빈혈 (RBC, HBHt)

- 염증 (WBC, ly&mo&gr)

- 간 (GOT, GPT)

- 신장 (BUNCrea)

- 갑상선 (TSH free T4)

- 피부관련 (주름, 색소, 붉음증, 모공, 피지, 트러블)

100

• 식품원료 8종 분석 완료

- 타이거너트

- 검은콩

- 렌틸

- 병아리콩

- 아보카도

- 맥주효모

• 국외 구입 식품원료 8종 분석 완료

100

미용 증진 

효용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 홍보자료 제작 완료

100

3차

년도

(2018)

임산부 ․

수유부를 위한 

영양 ․ 미용 

증진 프로젝트 

시제품 생산 및 

제품 안전성 검증

•시생산 진행

- 품목 : 진저레몬캔디, 다시마쿠키, 콩콩콩쿠키, 갈수 외 4

종 등

•시제품의 품질평가

- 4종 진행 (캔디, 쿠키2종, 갈수)

- 관능평가, 유통기한설정시험,

제품 품질규격 검토 완료

•최종배합비 확정

•제조공정 확정

•품목제조보고서(가안) 작성 완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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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전/후 7일이내 신고)

소비자조사
•시제품 소비자 수용도 조사 실시

(심층인터뷰) 및 분석
100

마케팅(산업화)

전략수립

• 패밀리브랜드 개발 완료

- 뉴트리마미

•디자인 완료

- BI (Brand identity), 제품 패키지 (4종)

•유통 전략 수립

- 판매 채널 검토

•홍보자료 제작 완료

- 패밀리브랜드 리플렛 제작

100

임산부 ․

수유부 영양을 

위한 제형 개발

소비자조사
•개발제품 표적집단 소비자 의견 수렴 설문조사 진행 완료

100

개발제품 섭취 

가이드 개발

•홍보용 섭취 가이드 개발 완료

- 임산부 및 수유부용 개발 제품 섭취 효과 홍보 및 소비

자 설명용 시각 자료 작성

100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맞춤형

식품의 미용

증진효과

연구

임산부와 수유부의 

미용 관심도 섭취 

실태 조사

•15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완료함

100

피부미용 증진효과 

효용성 분석

•피부진단실험 (API 진단 kit를 통한 6개 항목(유분, 수름,

주름, 탄력도 등) 및 피부유형 검사 실시

• 총 22명 산모 및 14명의 모유 수유부 대상 임상실험 완

료

100

• 개발 미용식품 4종 분석완료

- 스킨케어 식품 : 콩콩콩쿠키

- 모유분비 촉진식품 : 타이거넛츠 갈수

- 임신부 영양 균형 식품 : 아보카도 과육 요구르트, 아보

카도 잼 요구르트

• 해외상품 8종 분석 완료

- 스킨케어 식품

: Viridian clear skin complex

Collagen powder (type 1)

Biotona skin food (powder)

- 모유 분비촉진 다류

: BioLys (fennel and anise)

Happy mama

Heat heather(pomegranate)

- 임신부 영양 균형식품

: Enfamama

Pregnagen

100

추가 식품개발

(임산부 

• 곡류 및 두류 중심 미용식품의 제조공정 중 가열에 의한 

효용성 저하 사실 확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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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영양식)
• 아보카도 버터 및 아보카도 요구르트 2종 신규 개발하여 

특허출원 중

3-3.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 대부분의 연구목표를 적절히 수행하였음.

○ 단, 제품의 효과성 검증 단계에서 임산부·수유부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할 계획이었으

나 민감한 타겟군으로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IRB 승인 불가로 실시하지 못하였음.

○ 이를 대신하여 따라서, 피부 미용 중심의 in vitro test 실시로 효과 검증 진행하였음.

○ 향후 해당 타겟의 연구를 진행할 시 병원 중심의 기초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량적 목표 (연구기간 내)

- 지식재산권 : 특허출원 3건 → 달성

- 기술실시 : 기술이전 1건 → 달성

- 사업화 : 제품화 4건 → 달성

고용창출 2건 → 달성

- 학술성과 : 논문 게제 SCI급 3편 → 미달성

비 SCI급 4편 → 초과달성

학술발표 4건 → 초과달성

- 인력양성 : 1건 → 미달성

- 홍보전시 : 1건 → 달성

○ 정량적 목표 미달성 사유

- SCI급 논문 : SCI급 논문의 경우 임상실험이 전제되어야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타 

주제로 시도, 최종적으로 불가 판정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인력양성 : 최초 계획 시 해당 연구과제를 통한 인력양성을 진행 계획이었으나 달성하지 못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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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등

○ 본 연구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부의 시기별 영양학적 요구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임

산부·수유부의 기초 연구 재정립에 의미가 있으며, 본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 및 제품 개

발 기초자료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수유부의 경우 실제로 영양학적 요인보다는 미용적인 요소에 더욱 관심이 많은 경향을 

보임.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이전에 전무한 상태로 본 연구결과가 수유부의 미용적 관심도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 산업 외에도 기타 미용 산업의 기

초연구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임산·수유부용 제품 시장은 반드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가 작아 활성화되지 않음.

본 연구를 통해 임산부·수유부를 위한 제품을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함으로써 임신·수유부용 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 산업 부가가치 향상 및 생산 기업의 매출상승 효과를 기대

함.

○ 개발제형 중 기술이전 1건 실시로 해당 기술 적용 제품 개발 시 산학연계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현실적으로 임산부·수유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학계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 부분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아

쉬운 부분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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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합한 사업군 확장으로 판단됨. 건강관리가 특별히 필요하고 식품선택에 민감한 타겟층(임산부·

수유부)을 위한 맞춤형 제품 개발을 통해 타겟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예측되며 타겟 시장 점유율 

확보에도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군 라인업 확장이 가능하며, 현재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임산부·수유부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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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등급 : (아주우수)

- 3년간의 연구수행기간 동안 최초 계획서(RFP)에 충실하여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애로사

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에 

최선을 다함.

- 또한, 각 연구기관별 개별 목표를 설정하여 성실하게 연구수행에 임한 결과 제품의 컨셉, 제품 개발 

및 효용성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제품 출시단계에 이르는 성과를 얻음.

- 기초연구는 주로 협동연구기관(대학)에서 진행하였으며,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제품 대량생산 검토 및 

당사 유관부서의 협조를 통한 제품 론칭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차년도 브

랜드 및 제품 론칭을 앞두고 있음.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 (아주우수)

- 본 연구과제 수행기간 내 발표한 연구개발성과는 하기와 같음

· 지적재산권 : 특허출원 5건

· 논문 : KCI급 7편

· 학술발표 : 11건

-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제품에 그대로 적용 및 마케팅포인트로 활용하여 출시를 준비하고 있음 (제품

에 개발과제 및 해당 논문명 기재)

Ⅱ. 연구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지식재산권 12.5 166.7 양호

기술이전 25 100 양호

사업화 25 100 양호

학술성과 12.5 163.6 보통 (논문SCI 미달성)

인력양성 12.5 0 부족

정책활용홍보 12.5 100 양호

합계 100 - -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임산부·수유부를 타겟으로 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 4종의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차년도 브랜드 론칭

과 함께 출시예정에 있음. 소비자 니즈는 분명 존재하지만 규모가 작아 활성화되지 못하는 해당 시장에 

진출하여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효용성이 검증된 시기별 맞춤형 제품군 출시를 통하여 영양불균형으로 비롯되는 증상 예방 및 

임산부·수유부, 더 나아가 자녀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 최종 제품의 효과 검증을 위해 임산부·수유부 대상으로 임상시험 진행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나 현

실적으로 임산부·수유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학계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제품의 효과성 부분은 충분히 검

증하지 못하였으며 이 부분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효용성에 대해서 규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습

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료 단계에서 효용성을 검증하고, 그 원료를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데 초

점을 맞추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연구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신제품 출시에 전념하고 자

합니다.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 주관연구기관인 일동후디스(주)는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임산부·수유부 브랜드 론칭 및 

제품 출시를 통하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함

- 향후 출시될 제품은 모두 외주가공으로 생산될 예정이며, 제품군 확장 시 자사공장 생산 제품도 출

시할 예정임. 본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확보한 연구결과가 제품 론칭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됨(제품 패키지에 본 연구개발과제를 통한 결과물임을 명시함).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 정량적 목표 미달성 지표가 발생하였으나(SCI급 논문 게재, 인력양성), 임상시험을 앞두고 IRB 승인 

문제를 풀지 못하는 등 과제 수행 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년도 브랜드 론칭을 통한 개발제품 산업화를 통하여 본 연구개발 과제를 끝까지 성실히 마무리하

고자 합니다.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 이상 없음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

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고부가가치식품기

술개발사업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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