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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the effects of Lespedeza cuneata extract (LCE) on testosterone synthesis and degradation
in TM3 cells oxidatively stressed by hydrogen peroxide (H O ). Testosterone level was decreased when the cells were
treated by H O , but it was restored to control level by LCE treatment in a dose dependent manner. We examined the
expression of the genes involved in the synthesis or degradation of testosteron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EC on the
testosterone metabolic pathway. The gene expression levels of CYP11A1, 17, 20-desmolase, 3β-HSD2 and 17β-HSD3
which are involved in testosterone synthesis were decreased by H O and were recovered by LCE treatment. Furthermore,
aromatase and 5α-reductase2 which are involved in testosterone degradation were increased by H O and were decreased
to the control level through LCE treatment. In conclusion, LCE restored testosterone level to control level through
increasing the expression of testosterone synthetase and decreasing the expression of testosterone converting enzyme in
oxidatively stressed TM3 cells. We demonstrated that LCE has a protective effect on testosterone reduction followed by
andropaus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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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ntroduction)

화에 따라 Leydig 세포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테스토스테
론의 감소가 나타난다.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정자 생성 감소,
6)

남성 갱년기는 노화에 다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주 원인

근육량, 골미네랄 감소 및 지방대사 장애를 유발하며, 이들이 남

이며, 증상으로는 안면홍조, 성욕감퇴, 신경과민, 발한, 우울증

성갱년기 증상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 남성갱년기의 치료법
7)

이 증상

으로 남성호르몬을 직접적으로 경구투여나 주사를 통해 보충하

은 원발성 또는 이차적 성선기능 저하증과 유사하나, 노화에 따

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 방법에 따른 장기적인 효과와

라 자연스럽게 발생하기에 진행이 느리고 증상도 다른 질병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등 여성 갱년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1,2)

달리 뚜렷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3,4)

8,9,10)

이는 남성에 있어 자연스

현재까지 알려

진 부작용으로는 적혈구가 증가되거나, 수면 중 무호흡, 전립선
따

러운 노화의 과정이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여러 신체기관의 기

암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라서 남성호르몬 생성 및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 천연물에 대

11,12,13,14)

한 개발이 안전한 치료법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성징 및 정소 내에서의 정자 형성을 촉
진하며, 주요 생성원인은 정소내 Leydig 세포이다 . 남성의 노

비수리(Lespedeza cuneata)는 야관문이라고도 불리며, 장미목

5)

콩과에 속하는 쌍떡잎 식물로, 한국, 일본, 타이완, 인도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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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서는 폐, 간, 신장의 어

혈을 없애며 부은 것을 내리게 하며, 기침 및 진해 작용, 눈의
충혈을 없애주며,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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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수리의 연구는 고환기능 증진,

16)

항암,

17)

변재혁·유상우·이강표·정세영

138

항주름,

항산화 가 연구되고 있으며, 이전 연구를 통해 비수

BRL, Life Technologies Co., New York, NY, USA) 10%와

리 추출물이 혈관 내 산화질소(NO)-cGMP계에 영향을 주어 세
포 의존성 혈관 이완 작용이 있다는 결과와 이를 이용하여 심

antibiotics (Welgene, Daegu, Republic of Korea) 1%가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F-12 (Welgene, Daegu,

혈관 질환이나 발기부전에도 활용이 가능 할 것이라고 보고한

Republic of Korea)를 3일에 한번씩 계대배양하여 사용하였다.

바 있다.

세포는 37 C, CO 5%가 유지되는 배양기를 사용하여 배양하였

18)

19)

20)

o

2

랫트를 이용한 이전 연구에서 비수리가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다. 세포를 plate에 분주하고 48시간 후, 100 μM 과산화수소

증가시키고, 17β-HSD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첨가한 serum free 배지

인체 적용시험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유

로 교체하여 4시간 배양하는 방법으로 TM3세포에 산화적 스트

본 연구에서는 비수리 추출

레스를 유발시켰다. 이후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24시간 배

보고되었으며,

20)

의적으로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

26)

물이 테스토스테론의 생성과 대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양한 뒤 세포 및 배지를 수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아보기 위해 배양한 Leydig 세포에서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에 관
여하는 효소(3β-HSD, 17β-HSD, 17, 20 desmolase, CYP11A1)와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aromatase, 5α-reductase)의 발현 및 활성

세포생존율 측정
LCE의 세포독성을 보기위해, 96well plate에 5×10 cells/0.1 mL/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well이 되도록 세포를 분주하고 48시간 후, LCE가 농도별로 포

4

함된 배지로 교체하여 24시간 추가 배양하였다. 과산화수소수에

실험 방법(Experimental Methods)

의한 세포독성을 보기 위해 96well plate에 5×10 cells/0.1 mL/
4

well이 되도록 세포를 분주하고 48시간 후, H O 가 농도별로 포
2

시료 추출 및 제조

2

함된 배지로 교체하여 24시간 추가 배양하였다. 측정은 Cell

비수리(야관문) 잎과 줄기를 일정 크기로 파쇄 후 정제수와

Count Kit-8 (CCK) assay (Dojindo Labs., Japan) 10 μL을 첨가

혼합(1:9)하고, 95±5 C의 온도조건에서 12±1시간 1회 추출하였
다. 1회 추출 후 원물 대비 정제수를 4~5배수 추가로 넣어준 후

하고 37 C CO 배양기에서 1시간 배양 후, ELISA leader (BioTek instrument: Power Wave XS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95±5 C 온도조건에서 5±1시간 열수 추출을 실시하였다. 추출 종

를 이용하여 흡광도 450 nm 측정하여 아무것도 처리 하지 않은

료 후 여과 필터(10 μm)를 사용하여 여과된 추출물을 60~65 C

정상 세포를 기준으로 백분율로 비교하였다.

o

o

o

o

2

에서 감압하여 10~20 brix로 농축하였다. 농축된 비수리 추출물
과 덱스트린을 (4:1)으로 혼합한 후 spray dry하여 powder 상태
로 만든 것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는 냉동보관(−20 C)하였
o

으며 배지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0)

Testosterone의 양 측정
비수리 추출물이 테스토스테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6well plate에 5×10 cells/2 mL/well이 되도록 세포를 분주하
5

고 48시간 후 100 μM 과산화수소수를 첨가한 serum free 배지

시료 표준화

로 교체하여 4시간 배양하였다. 4시간 산화스트레스를 유도시키

HPLC-ELSD 분석법을 이용해 비수리 추출물의 표준화를 실

고 비수리 추출물을 농도별(50, 100, 200 μg/mL)로 처리하였다.

시하였다. 비수리 300 mg을 50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

24시간 추가 배양 후 세포 및 배지를 수거하여 측정하였다. 측

수를 가한 후 초음파 추출하였다. 추출 후 실온에서 냉각하여

정은 Elab Sciences의 ELISA kit (Houston, Texas, USA)를 사용

증류수로 정용하였다. 정용된 용액을 0.45 μm Nylon syringe filter

하여 제조사의 권장 프로토콜에 따라 측정하였다.

로 여과 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고, D-Pinitol 표준품(SigmaAldrich, St. Louis, USA)을 증류수에 녹인 후 이를 희석하여 표

Aromatase, 5α-reductase2, 3β HSD2, 17β HSD3 활성 측정

준용액으로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HPLC의 system은

비수리 추출물이 테스토스테론 관련 효소에 미치는 영향을 확

Agilent 1260 (Aglient technologies, California, United States)을

인하기 위해 6well plate에 5×10 cells/2 mL/well이 되도록 세포

사용하였으며, column은 Shodex Asahipak pak NH2P-50 4E column

를 분주하고 48시간 후 100 μM 과산화수소수를 첨가한 serum

(250 mm×4.6 mm, 5 μm)을 이용하였다. 이동상은 distilled water (A)

free 배지로 교체하여 4시간 배양하였다. 4시간 산화스트레스를

5

와 100% acetonitrile (B)을 15:85로 사용하였다. 유속은 0.8 mL/

유도시키고 비수리 추출물을 농도별(50, 100, 200 μg/mL)로 처

min, column 온도는 40 C를 유지하며 분석하였고, ESLD alltech

리하였다. 24시간 추가 배양 후 세포 및 배지를 수거하여 측정

o

3300 (BUCHI Corporation, New Castle, United States)검출기를

하였다. 측정은 aromatase, 5α-reductase, 3β-HSD2, 17β-HSD3 모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My BioSource의 kit (San diego, California, USA)를 사용하
여 제조사의 권장 프로토콜에 따라 각각 측정하였다.

세포 배양 및 H2O2 산화 스트레스 유발
마우스 유래 Leydig cell인 TM3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Seoul,
Republic of Korea)에서 구입하였고, fetal bovine serum (Gibco
Vol. 63, No. 3, 2019

Real-time PCR
6well plate에 5×10 cells/2 mL/well이 되도록 세포를 분주하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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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세포 배양 후 100 μM 과산화수소수를 첨가한 serum free

1000 μg/mL)로 처리하고 24시간 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배지로 교체 후 4시간 배양하여 산화스트레스를 유도시키고 비

24시간 후 세포 생존율은 정상군에 비해 비수리 10, 20, 50, 100,

수리 추출물을 농도별(50, 100, 200 μg/mL)로 처리하였다. easy(iNtRON Biotechnology, Seongnam, Korea)를 이용해

200, 500, 1000 μg/mL 농도에서 100.25 (±4.20), 106.66 (±7.29),
99.48 (±5.67), 100.53 (±3.56), 100.07 (±4.75), 75.79 (±5.53),

RNA를 추출하여 ELISA leader (Bio-Tek instrument: Power

50.68 (±1.80)%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 200 μg/mL까지는 독성이

RED

TM

Wave XS microplate spectrophotometer)로 흡광도를 측정한 후 흡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실험은 50, 100, 200 μg/mL 농도로

광도 값으로 일정하게 값을 맞춰 정량하여 사용하였다. Total

실시하였다.

RNA 5 μg을 RevoScript

TM

Reverse Transcriptase premix kit

(iNtRON Biotechnology)를 이용하여 총 부피 20 μL로 반응하여

비수리 추출물의 TM3 세포 보호능

cDNA로 합성하고, SYBR premix EX Taq (Takara Co., Ltd.,

TM3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한 적절한 H O 의

Shiga, Japan) 10 μL, cDNA 2 μL, 각각의 프라이머(10 pmol/μL)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도별(25, 50, 100, 200, 500 μM)

2

2

1 μL, Rox dye 1 μL 그리고 diethyl pyrocarbonate-(DEPC) 6 μL

로 처리하고 24시간 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24시간 후

섞어 steponeplus

real time PCR (Applied Biosystems, CA,

세포 생존율은 정상군에 비해 H O 25, 50, 100, 200, 500 μM

USA)을 이용하였다. 프라이머는 프라이머3 v.0.4.0 프로그램을

농도에서 94.68 (±2.07), 85.49 (±4.70), 72.45 (±3.99), 55.19 (±2.09),

이용하여 Oligonucleotide (Bionics, Seoul, Republic of Korea)를

36.57 (±2.81)%로 나타났다. 이후 실험은 약 30%의 세포독성을

TM

2

2

제작하였다. 발현조건은 초기 변성은 95 C에서 5초, Annealing

나타낸 H O 100 μM을 사용하였다. 비수리 추출물의 보호능을

& Extension은 60 C에서 60초, 72 C에서 20초로 총 40회 반복

알아보기 위해 H O 10 μM 처리 4시간 뒤 비수리 추출물을 농

시켰다. 모든 반응은 housekeeping 유전자인 GAPDH로 보정하

도별(25, 50, 100, 200 μg/mL)로 처리하고 24시간 후 세포 생존

고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지 않은 normal을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율을 측정하였다. 24시간 후 세포 생존율은 정상군에 비해 H O

o

o

o

2

2

2

2

2

2

처리시 69.77 (±1.97)%, 비수리 25, 50, 100, 200 μg/mL 처리시

통계처리

74.5, 76.4, 81.4, 90.4%로 나타났다. 비수리 추출물은 H O 에 의
2

실험에 사용한 모든 data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SPSS 프로그램(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

2

한 세포독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여 통계를 실시하여 표시하였다. One-way analysis of variation
(ANOVA)를 실시하여 유의성이 나타나면 정상군 혹은 유도군에

비수리 추출물의 testosterone 생성 증가
비수리 추출물의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서 유의차가 있는 시험군을 확인하기 위해 Dunnett’s t-test를 실

고자, H O 100 μM 처리 4시간 뒤 비수리 추출물을 농도별(50,

시하여 확인하였다.

2

2

100, 200 μg/mL)로 처리하고 24시간 후 세포 및 배지를 수거하

결 과(Results)

여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측정하였다. 정상세포에 비해 H O 를
2

2

처리시 39.7% 감소하였고, 비수리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H O
2

2

비수리 추출물의 D-pinitol 함량
비수리 추출물의 표준화를 위해 D-pinitol 함량을 HPLC를 사

단독 투여군에 비해 50, 100, 200 μg/mL에서 −0.4, 15.5, 59.4%

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비수리 추출물은 D-Pinitol이 84.54

토스테론의 생성량이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mg/g으로 측정되었다.

수 있었다.

비수리 추출물의 세포독성

비수리 추출물의 testosterone 합성 관련 효소 활성 증가

가 증가되었다. 비수리 추출물에 의해 TM3 세포에 있어 테스

비수리 추출물의 실험농도 설정을 위하여 세포 독성시험을 실

비수리 추출물이 테스토스테론 생합성 과정에서 androstendiol

시하였다. 비수리 추출물을 농도별(10, 20, 50, 100, 200, 500,

에서 testosterone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3β-HSD2와 androstene-

Table 1. Primer sequences for qRT-PCR
Factors

Forward

Reverse

CYP11A1

ACATGGCCAAGATGGTACAGTTG

ACGAAGCACCAGGTCATTCAC

17,20 desmolase

AGAGTTTGCCATCCCGAAG

AACTGGGTGTGGGTGTAATG

3β-HSD2

AGCAAAAAGATGGCCGAGAA

GGCACAAGTATGCAATGTGCC

17β-HSD3

ACTTCGTGGAATGGCAGTC

GTGGTCCTCTCAATCTCTTC

Aromatase

ACAATAAGATGTATGGAGAGTTCA

GCTTGAGGACTTGCTGATAA

5α-reductase

GCAAGCCTATTACCTGGTT

AGAAGACACCGACGCT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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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리 추출물의 testosterone 분해 관련 효소 활성 감소
비수리 추출물이 테스토스테론 대사 과정에서 테스토스테론
과 androstenedione을 estradiol로 대사하는 aromatase와 테스토스
테론을 dihydrotestosterone로 대사하는 5α-reductase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Aromatase의 활성은 정상세포에 비해
H O 를 처리시 1.2배가 증가하였고, 비수리 추출물을 처리하였
2

2

을 때 H O 단독 처리군에 비해 50, 100, 200 μg/mL에서 5.8,
2

2

25.5, 59.4% 감소되었다. 5β-reductase의 활성은 정상세포에 비해
H O 를 처리하였을 때 1.2배가 증가하였고, 비수리 추출물을 처
2

2

리하였을 때 H O 단독 처리군에 비해 50, 100, 200 μg/mL에서
2

2

3.4, 26.8, 55.6% 감소되었다. 비수리 추출물 처리시 TM3 세포
에 있어 테스토스테론 분해에 관련된 효소 aromatase 및 5αreductase의 활성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estosterone 생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
비수리 추출물이 테스토스테론의 생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H O 단독 처
2

2

리시 테스토스테론의 생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인 CYP11A1
(58.3%), 17, 20 desmolase (40.9%), 3β-HSD2 (87.1%), 17βHSD3 (88.8%)의 유전자 발현이 정상세포에 비해 감소되었고, 비
수리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H O 단독 처리군에 비해 50, 100,
2

2

200 μg/mL에서 CYP11A1 (1.7, 34.5, 46.6%), 17, 20 desmolase
(3.7, 26.7, 52.9%), 3β-HSD2 (9.8, 28.8, 52.6%), 17β-HSD3
(1.7, 10.8, 44.7%)가 증가되었다. 또한 H O 단독 처리시 테스토
2

2

스테론을 대사하는 효소들은 정상세포에 비해 aromatase (5.2배),
5α-reductase (4.9배)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었고, 비수리 추출
물을 처리하였을 때 H O 단독 처리군에 비해 50, 100, 200 μg/
2

Fig. 1. (A) Lespedeza cuneata extract (LCE), (B) H2O2 and (C)
H2O2+LCE induced cytotoxicity in cultured TM3 cells. TM3 cells
were treated with varying concentration of (A) LCE (0-1000 μg/mL)
and H2O2 (25-200 μM) for 24 hours, then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a CCK assay. (C) TM3 cells were treated with H2O2 for 4 hours
then LCE (25-200 μg/mL) for 24 hours. After 24 hours, the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a CCK assay.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 (n=5), ##p<0.01 and
###
p<0.001 vs. non treated cells. *p<0.05, **p<0.01 and ***p<0.001
vs. H2O2 only treated cells.

2

mL에서 aromatase (15.0, 58.1, 76.5%), 5α-reductase (36.4,
43.7, 70.4%)가 감소되었다. 비수리 추출물은 테스토스테론의 합
성에 관련되는 유전자 발현의 증가와 테스토스테론 대사에 관
련되는 유전자 발현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효소 활성
의 증감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찰(Discussion)
일반적으로 남성갱년기 증상의 치료에 대한 부분은 성기능 장

dione을 testosterone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17β-HSD3 활성에

애 치료 약물이 주를 이루고,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β-HSD2는 정상세포에 비해

개선 시도가 되고 있다.

H O 를 처리시 76.4% 감소하고, 비수리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스토스테론의 감소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Leydig cell과 밀접

H O 단독 처리군에 비해 50, 100, 200 μg/mL에서 38.7, 60.9,

한 관련이 있다. Leydig cell의 감소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뿐만

2

2

2

2

21)

남성갱년기 증상의 가장 큰 원인은 테

71.9%가 증가되었다. 17β-HSD3는 정상세포에 비해 H O 를 처

아니라 정자의 질이나 운동성에도 큰 영향을 끼쳐 남성 불임의

리시 62.4% 감소하고, 비수리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H O 단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산화적 스트레스의 원인으

독 처리군에 비해 50, 100, 200 μg/mL에서 9.2, 34.1, 50.4%가 증

로는 노화, 염증, 화학 및 동성물질, 방사선 노출 등이 있다.

가되었다. 비수리 추출물은 TM3 세포에 있어 테스토스테론 합

특히 남성 갱년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노화에 해당되며, 주로

2

2

2

2

5,6)

성에 관련된 효소 3β-HSD2 및 17β-HSD3의 활성을 농도의존적

Leydig cell에 직접적으로 H O 를 처리하여 산화스트레스에 의

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포 노화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남성갱년기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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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Lespedeza cuneata extract (LCE) on the (A) total testosterone, (B) 3β-HSD2 and 17β-HSD3 (C) aromatase and 5αreductase in TM3 cells. Testosterone, 3β-HSD2 and 17β-HSD3, aromatase and 5α-reductase measured in cultured TM3 cells.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 (n=5), ###P<0.001 vs. non treated cells. *p<0.05, **p<0.01 and ***p<0.001 vs.
H2O2 only treated cells.

시켜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미 비수리의 항산화 연구에

진행되어지고 있다.

22,23,24)

본 연구에서도 마우스 유래 Leydig cell인 TM3 cell에 H O 를
2

2

처리하여 직접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주어 실험하였다.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수

서 비수리의 페놀 성분이 free radical 소거능이 뛰어나 항주름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8,19)

두번째로, 비수리 추출물은 테스토스테론의 합성 관여 효소인

리 추출물이 테스토스테론의 합성량을 정상세포와 비슷하게 증

CYP11A1, 17, 20 desmolase, 3β-HSD, 17β-HSD를 증가시킨다.

가시켜준 것을 확인하였다. 비수리 추출물의 테스토스테론의 증

본 실험에서 H O 처리시 합성 관여 효소들의 큰 감소가 있었

가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다.

으며, 비수리 추출물은 테스토스테론의 합성 관여 효소들을 회

먼저 비수리 추출물이 H O 의 독성을 줄여 주었다. 본 연구
2

2

에서 비수리 추출물이 TM3 cell의 H O 에 의한 독성을 보호했
2

2

기 때문에, TM3 cell에 대한 직접적인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

2

2

복시켜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비수리 추출물은 생성된 테스토스테론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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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espedeza cuneata extract (LCE) on H2O2 induced CYP11A1, 17,20 desmolase, 3β-HSD2 and 17β-HSD3, aromatase and 5αreductase mRNA expressions in TM3 cells. RNA was extracted from TM3 cells. mRNA expression of CYP11A1, 17,20 desmolase, 3β-HSD2
and 17β-HSD3, aromatase and 5α-reductase were measured by real time quantitative PCR.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 (n=5), ##p<0.01 and ###p<0.001 vs. Control (non treated cells). *p<0.05, **p<0.01 and ***p<0.001 vs. H2O2 (H2O2 only
treated cells).

는 능력이 우수하였다. H O 처리시 산화스트레스에 의해 aro2

2

matase, 5α-reductase의 증가로 테스토스테론의 대사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수리 추출물은 테스토스테론의 대사에 관
여하는 효소들의 발현량을 감소시켜 테스토스테론의 대사를 억
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적으로 보면, 비수리 추출물은 항산화의 효능으로 H O 의
2

2

직접적인 영향을 보호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의 합
성기전에 대해 강한 영향을 끼쳐,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크게 증
가시켰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랫트를 이용한 비수리 추출물의 산화질소(NO)-cGMP계
세포 의존성 연구결과로 혈관이완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심혈관
질환이나 발기부전에도 사용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된다 . 특히
21

본 연구 결과, 비수리 추출물이 테스토스테론의 양은 증가시키
지만, 5α-reductase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발기부전
에 도움을 주되 전립선의 비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고 사료되며,

27)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Conclusion)
비수리 추출물은 테스토스테론의 생합성을 증가시켰으며, 이
는 테스토스테론 합성 증가와 테스토스테론 대사(분해)의 감소
에 의한 것이라는 작용기전을 규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수
리 추출물은 테스토스테론 증가에 의해 노화에 의한 남성 갱년
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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