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HN] 갱년기 증상에서 다이어트까지 다른 작용의 3가지 효모 원료를 개발 

BHN(본사 동경, 이시하라 타테오 사장(전화)03-5281-5661)은, 1999년에 설립 된 화장품, 건강 식

품 OEM 메이커. 최근, 네트워크 비즈니스 주재 기업을 향해, BHN이 판매 하는 3종류의 효모 펩

티드의 공급을 개시 했다. 원료 개발자인, 한국 고려대학교 식품 영양학과 서현주 교수에게 효모 

펩티드의 기능성을 물어봤다. 

효모에 새로운 기능성을 발견 

3종류의 원료를 개발 

 한국 고려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서현주 교수가 개발 한 신규 성분은, 빵이나 청주 제조에서 사

용되는 효모를 원료로 한 것. 효모에 특별한 처리를 가하여, 펩티드(아미노산 몇 개가 연결 된 구

조를 가진 성분)로 만들었다. 

 효모 펩티드의 분자량의 차이에 알맞게, ①YGF ②NoTress(노트레스) ③DNF-10 이라는 3개의 식

품용 소재를 준비. 같은 효모 유래의 원료이면서도, 3종류 각각에 구매욕구 포인트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어렸을 때, 한국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있던 영양 보급을 목적으로 한 건강 식품에는,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효모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효모에 영양원 이외의 효과는 없는

지, 몹시 흥미를 가졌습니다. 연구 결과, 예상 외의 기능이 나타나서 놀랐습니다」 

기초 대사를 낮추지 않고  

요요 현상 어려운 신체로 

 ①YGF는, 성장 촉진 및 갱년기 증상의 완화 효과가 있다. 성장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의 분비

를 촉진 시키는 작용이 확인 되고 있다. 여성 호르몬의 저하에 따른 골다공증 등을 완화 하는 효

과 외에, 관절통에 대한 효과도 연구 중이라고 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폭 넓은 층에게 구매 

욕구가 자극 되는 원료다. 

 ②NoTress는, 뇌 내의 치유계통 호르몬의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인간 임상 시험에 의해, 항 불안 효과나 월경 전 증후군의 개선이 확인 되었다. 스

트레스 사회라 불리는 속에서, 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③DNF-10은 식욕 억제나 식사 유래의 지질을 체지방이 되기 어렵게 하는 작용을 가진다.      

서 교수는, 인간 임상 시험을 시작으로 하는 다양한 시험을 시행하여, DNF-10의 증거를 축적 

하고 있다. 비만 남녀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는, DNF-10 섭취 군의 체중이, 10주간에 평균 

2.6kg 감소. 그 복부 지방(내장 지방 + 피하 지방)을 조사한 결과, 특히 피하 지방의 감소에 현저



한 효과가 있어, 지방을 뺀 체중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 지방과 함께 근육이 

감소 해 버리면, 기초 대사가 떨어져, 요요 현상이 일어나기 쉽게 되지만, DNF-10은, 기초대사를 

유지 한, 요요 현상이 일어나기 어려운 다이어트를 가능케 한다. 

시장의 크기에 기대 

판로 확대를 꾀하다. 

 일본에 있어서 원료 판매원인 BHN에 따르면, DNF-10을 배합 한 제품이, 통신판매나 드럭스토어

에서 막 유통 되기 시작한 참이라고 한다. 「일본인의 다이어트 니즈가 굉장히 높다. 지질이나 당

질을 삭감하거나, 지방을 연소 하는 것이 아닌, 비만의 근본인 식욕을 억제하는 DNF-10은, 특히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업계에도 유통 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BHN) 

서현주 교수 PROFILE  

1960년 서울 출생. 한국 고려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재학 중에는 주로 효소에 관

한 연구를 시행 했다. 

*사진 설명 

위) 효모 펩티드 DNF-10. 다시와 같은 효모 특유의 향이 있다 

아래) DNF-10을 캡슐 형태로 만든 샘플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