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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 Antioxidative and cytoprotective effects of tectorigenin and glycitein isolated from the Pmraria thunbergiana and its derivative, genistein, were determined. Among these three compounds, tec
torigenin and glycitein bearing 6-methoxyl groups in both isoflavones showed significant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n l,l-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and xanthine/xanthine oxidase
(XOD) generating superoxide anion radical. Tectorigenin only showed a slight inhibitory effect on XOD. We
further studied the inhibitory effects of these isoflavones on the lipid peroxidation in rat liver microsomes
induced by enzymatic and non-enzymatic methods. Each of them exhibited inhibitory effect on both ascor
bic add/Fe으 and ADP/NADPH/Fe ''"Mnduced lipid peroxidation. Moreover, tectorigenin exhibited the
highest protection of hydrogen peroxide damage on HepG2 and Vero cells among the three isoflavones, in
the cytoprotective assay. It was suggested that the pattern of antioxidative and cytoprotective effect of
isoflavones could be crucially changed by the aromatic substitution of oxygen-containing groups.
Keywords □ Genistein, glycitein, tectorigenin, isoflavone, antioxidant, hydrogen peroxide.

식물의 엎, 뿌러 및 열매 등에 함유된 특정 식물성

소폴라보노이드 화합물들의 생러작용들은 항 산화작용

화합물은 발암을 저해하는"효과로서 암을 에방하는

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

특성 때문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져왔다. 최근 이러

^의

연구는 주로 게니스테인의 항산화작용의 연구*'®

한 화합물중의 하나인 이소폴라보노이드는 특히 콩과

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이소폴라보노

식물에 흔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리활

이드계 화합물들의 항산화적 특성들에 대해서는 S 미

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아마도 게니스테인에 관

많은 이소폴라보노이드들로부터 함에스트로겐,3> 함

한 phytoestrogen으로서의 작용과 항중양활성의 연구

작용,"^ 항염중작용,® 심장보호효과,® 효소활성저해자 등

사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의 생러 활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

황본 논문에 관한 문의는 이 저자에게로

Superoxide anion( • (그요"), hydrogen peroxide
(H O ), hydroxyl free radical( ■OH) 등을 통청하여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라 부르는데 이들

(전화) 02-961-0860 (팩스) 02-966-3885

은 짧은 기간동안 매우 활성이 높게 작용하는 특징을

2

2

가지고 있다. 빛외 노출 및 철의 복용에 의하여 활성

같화가 같근에 비해 이소폴라보노이드를 더 많이 함유

산소가 중가하며, 이는 인체내 구성 성분인 지질, 단백

하고 었음은 저자들의 식물 화학적 분리과정에서 알

질 및 DNA 등 여러 세포 성분에 영향을 미쳐 결국

수 있었다. 같화에서의 이소폴라보노이드는 배당체로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 여러 질환 중 특히 암, 심혈관,

더 많이 존재하나 연구자둘의 예비실험에서는 이돌 배

관절염 및 염증과 노화를 포함하는 퇴행성 질 환 과

당체의 항산화효과가 없옴을 확인함으로서 같화의 버

도 밀접한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당체인 글리시테인과 텍토리게닌, 그리고 구조에서 유

변화에 대해 인체는 활성산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기견

사성을 보이는 게니스테인과의 항산화활성 및 세포보

으로서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 glu

호활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tathione peroxidase와 같은 효소적 기전과 metal
chelator 등의 비효소적 기견이 알려져 있다.

간보호, 항당뇨, 항궤양 등과 밀접허 관련이 있는 생
약성분의 세포보호작용이 최근 생약연구의 경향으로

본 실험에 사용된 이소폴라본의 화학구조식은 Fig.

이러한 세포보호작용은 주로 항산화작용파 관련된 것

1에서 나타내었는데 이들 구조식으로부터 텍토리게닌

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보에서는 유사한 이

의 구조는 게니스테인의 C-6 에 OCH3기가 결합되어

소폴라본계 화합물들이 갖는 항산화 및 세포보호작용

있으며 글리시테인은 게니스테인의 C-5의 0H 기가 없

등의 생리활성과 화학구조률 비교하여 상관성을 설명

는 대신 C-6 에 methoxy기가 결함되어 있다.

하고자 한다.

f) {Pueraria thunbergiana, Leguminosae) 의 꽃이

약용 부위가 되는 같화(Puerariae Flos)의 이소폴라보

실험방법

노이드 성분으로 tectorigenin, kakkalide, irisolidone,
genistein, daidzein 등이 알려져 었고오요■퇴 저자 등페

시 약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

에 의해 glycitein, tectoridin, glycitin, 6 "-0 -xylosyl-

nyltetrazolium

tectoridin과 6 "-0 -xylosylglydtin이 분리되어 보고된

rylhydrazyl), XOD(xanthine oxidase), xanthine, ADR

바 있다. Kinjo 등오구년 Pueraria lobata의 꽃에서

NADPH, TBA(2-thiobarbituric acid), genistein, caffeic

soyasaponin I과 kaikasaponin III룰 보고 한 바 있다.

acid, allopurinol, mesna등은 Sigma사에서 구입하였으

Soyasaponin I, soyasaponin |3g, soyasaponin Ab

며 RPMI 1640과 FBS는 Gibco에서 구입하였다. 텍

및 glycyrrhizin에는 세포보호효과가 알려져 있고에

토리게닌과 글리시테인은 전보^®에 따라 분리 한 것을

soyasaponin I과 kudzusaponin SA에는 간 보호활성

사용하였다.

bromide),

DPPH(l,l-diphenyl-2-pic-

흰쥐 간 마0 |크로좀 분획 - 흰쥐 미어크로좀 분획은

이 알려져 있다.도
®' 이와 길미 Pueraria속 식물의 세포
보호효과와 유사한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들

Kiso 등의 방법^®을 따랐다. 흰쥐를 24시간 절식시킨

사포닌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 복대동맥을 통해 0.9% ice-cold NaCl 용액으로
관류■하여 혈액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간을 적출하여 가
위로 잘게 잘라 1.15% KC1 용액을 사용하여 호모게
나의저로 균질화시킨 후 1.15% KC1으로 4배 희석하
였다. 8000Xg, 4°C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한 후 다시
상등액을 취해 105,000Xg에서 60분•간 원심분러 하였
다. 첨전물을 취하여 동량의 1.15% KC1액으로 현탁
하 ^ 며 단백질 정량은 Bradford법2«으로 측정하였다.
MTTOII 의한 세포 생존율 측정22* -96well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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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 Structures of the plant-denved
includ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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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flavonoids

에 24시간 배양한 세포에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세
척한 후 각각의 well에 H 2O2 100 m/ 및 여러 농도의
이소폴라본 100 m/ 를 첨가하식 45분간 배양한 후 상
등액을 제거하고 PBS로 2번 세척한 후 배지 200 m/
률 주입하식 다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 속에 5

이경태 ■손일철 • ^ 1 - ■김동현 ■최승기 • 최종원 ■박희준

mg/nd M TT 시약 50|a/ 을 가하여 4시간 배양 후 상

룰 첨가하식 이때의 흡광도롤 100%로 하식 저해 정

등액을 제거하고 D M SO 50)0/ 률 첨가한 후 540

도률 %로 나타내었다.

nm 에서 E L ISA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2)

ADP/NADPH/Fe 뉴 유도 과산화지질법(효소적 방

득성 (Cytotoxicity index: C I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법)-;100 m M

계산하식 %로 나타내었다.

3 9 0 |i/, 시료 5 0 |a/, 마어크로좀 분획(2 0 mg/m/) 50|a/

K Cl 390 |o/, 45 m M

에 2 0 m M A D P 5 0 |o/, Im M
C •!(%)=

sam ple O EP
<100
control O Dy

Tris-HCl(pH

N A D PH

8)

5 0 [il, 2

m M FeClj 1(^1/룰 가하식 3 7 T 에서 30 분간 반응시

킨 후 1 )항과 같은 방법을 시용하식 흡광도틀 측정하
DPPH 찰성 측점2크
* - 60|iM D PPH 5 0 0 바와 시
료 용액 500

였다.

혼합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2 0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공시험군으로

실험결과

D PPH 대신 에탄을을 시용하였으며 대조군으로는 시

료 대신 물을 사용하였을 때를 100%로 하여 D PPH
radical 소거 정도를 %로 구했다.

작용으로 평가하였으며 세포에서의 H / ) ；
j에대한 이소

Superoxide anion radical 측정저* - 0.05M NajCOg
(pH 102) 900 나/에 3 m M

항 산화활성은 유러기소거효과 및 지질과산화 억제
폴라본류의 세포보호효과를 세포득성으로 관찰 하였다.

EDTA,

DPPH 유리기 소거 효과 - 텍토리게닌과 글리시테

1 .5 ng/m i BSA, 0.7 5 m M NBT 5 0 ^ 를 각각 첨가하

인의 ICso는 각각 46.9 nM 와 278.5 nM 로서 버숫한

였다 . 여러 농도의 이소폴라본 시료 50m；
와 XO D

활성을 보인 반면 게니스테인은 최고 2 m M 농도에서

xanthine, 3 m M

(0.1 ng/m /) 5 0 n /률 가해 반응을 정지시킨 후 560

도 저해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대조약물인

nm 에서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mesna는 4 0 나서에서 50 %의 저해 효과를 보임으로서

XOD 활성 측정^ >-0.1 M 인산완충액(pH 7.5)

이소폴라본류의 D PPH 유리기 소거효과는 대조약물인

600 n/, 시료 50 Mi를 가하여 25°C 에서 10분간 방처시

mesna에 비해 약한 유리기 소거작용을 보여주었다. 텍

킨 후 0.1 m M xanthine 용액 300 |i/를 첨가하여 다

토리게닌과 글리시테인의 구조는 C-5의 0 H 기의 존재

시 25°C 에서 30분간 반응을 정지시키고 295nm 에서

유무에서만 처의가 난다. 반면, 게니스테인은 5-0H 기

흡광도률 측정하였다. 시료 대신 완충액을 첨가한 대

가 존재하는 대신에 6 -OCH 3기가 없는 것으로서

조군의 흡광도률 100%로 하식 X O D 저해도를 %로

D PPH 에 의한 유리기 소거작용에서 6-OCH 3기가 중요

계산하였다.

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흰쥐 간 마0 |크로좀에서 지질 과산화 측점 - 흰쥐 간

Superoxide anion radical 형성에 미처는 영향 -

을 사용한 지질과산화 측정의 효소적 및 비효소적 방법

X O D 에 의해 형성되는 superoxide anion 의 생성저해

은 Kiso 등의 방법2®을 일부 수정하^ 사용하였다.

의 결과는 Table I에 나타내었다. 시험한 화합물 중

1)

Ascorbic Acid/Fe모
'*' 유도 지질 과산화법(비효소

텍토리게닌과 글리시테인의 ICso는 각각 79.8 ^1서과

적 방법)-：
100 m M K Cl 390 |j/, Tris-HCl(45 m M , pH

70.2 IiM 을 보여주고 있으나 게니스테인은 432.8 nM 로

8.0) 3 9 0 10/, 시료 용액

서 데우 약한 활성을 보였다. 대조약물인 caffeic add

마이크로좀 분획 (20

ng/m/) SO ^ 에 ascorbic acid(lO m M )와 FeS04(0.5

는 1.86^iM 에서 50%의 저해율을 보였다.

m M >를 각각 10 Mi를 가한 후 3 7 T 에서 20분간 방치

XOD 찰성 저해효과 -Superoxide anion 의 유리기

하였다. 4°C 에서 반응을 정지시킨 후 반응물에 2%

소거작용이 X O D 활성 저해작용에 의한 것임을 확인

SDS 400 H/, 20% acetic acid 완층액 (pH 3.5) 750

하기 위해 설험한 결과 5,7-dihydroxy-6-methoxy기률

\il, 0.8% TBA(2-thiobarbituric acid) 750 띠■를 가하

가지는 텍토리게닌만이 488 |xM 농도에서 50% 저해작

여 95°C 에서 1시간 가열한 후 n-buthanoVpyridine

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글리시테인과 게니스테인은 최

(15:1) 2 m /률 가하쉬 잘 흔돌어준 뒤 1520 용에서 10

고 2 m M 농도에서도 전혀 저해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을 취하여 532nm 에서

다. 반면 대조약물로 사용한 allopurinol의 ICjo 는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 실험에는 시료대신 증류수

0.88 |iM이었다.
/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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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 Inhibitory effects on the activity of XOD and on
superoxide anion radical generation
ICsf, (^M)
Compound

XOD activity

Superoxide anion
radical generation
1.86

Caffeic acid
Allopurinol
Tectorigenin
Glycitein
Genistein

0.62
488.0
>2000
>2000

79.8
70.2
432.8

H 2O 2 및 시료둘의 세포득성 - 시료인 이소폴라본 화

합물들이 세포득성에 미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식
세포롤 45분간 배양하여 MTT 분석법으로 측정한 결
파 최고 700nM까지 두 세포 모두에서 뚜렷한 세포
득성을 보이지 않았다. H 2O2만을 첨가하^ 배양하였
을 때 Vero 세포 및 HepG2 세포에서 각각 2.5 nM
에서 41.7% 및 1.7nM에서 53.5%의 생존율이 45분
간 배양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세포득성이 오직
H2O2에 기인함을 확인하기 위하식 catalase(25 U/m/)

Table II - Inhibitory effects on ascorbic acid/Fe and ADP/
NADPH/Fe'뉴 induced lipid peroxidation in rat
liver microsomes
, OiM)
Compounds

Ascorbic acid
and Fe모
우

Caffeic acid
Tectorigenin
Glycitein
Genistein

회복됨으로서

만이 세포에 손상을 주는 것을 확

인하였다(Table III).
이소폴라본류의 H 2O2 손상에 대한 보 호 작 을 연구

ADP/NADPH/Fe크
우
4.64
21.37
40.24
24.52

3.65
13.33
12.11
15.79

와 배양한 결과 두 세포모두에서 생존율은 95% 이상

하기 위 이 소 폴 라 본 화합물과 H2O2를 45분간 동
시에 배양하쉬 이소폴라본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의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텍토리게닌은 능도 의존적으
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보호효과를 나타내었으
며 350|iM의 경우 95% 이상의 세포보호효과가 2중
세포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게니스테인은 약한 보호작

흰쥐 마이크로s 에서 지절과산화 저해 작용 -

■§의 , 글리시테인은 전혀 보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Ascorbic Acid/Fe요
'" 유도에 의한 비효소적 방법과
고

ADP/NADPH/Fe^+ 유도에 의한 효소적 방법으로 지

찰

질과산화가 일어나는 흰쥐 머의크로좀에 이소폴라본
화합물들을 첨가함으로서 malondialdehyde(MDA) 형

이소폴라본류의 생체내 많은 유익한 작용들에 관한

성의 저해틀 관찰하였다(Table II). 비효소적 지질과산

연구돌과 항산화활성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지만

화 저해작용에서 모든 시료의 IC；
3o가 10~20|oM범위에

이소폴라본류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텍토리게

서 관찰되었으나 대조약물인 caffeic acid보다 저해율이

닌과 글리시테인의 항산화효과를 게니스테인과 직접적

낮았다. ADP/NADPH/Fe^ 효소유도 지질과산화 저해

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유사한 이소폴

에서 텍토린게닌과 게니스테인의 ICso는 비숫하게 관찰

라본들인 글리시테인, 텍토리게닌과 게니스테인의 항

되었으나, 글리시테인은 두 배정도 저해율이 낮았다.

산화 효과로서 유리기 소거, 지질과산화 억제작용 및

Table III - Cell viability incubated with isoflavones and H 2O 2 in HepG2 and Vero cells
Sample name incubated with cells
Tectorigenin +H 2O2
Glycitein +H2O2
Genistein +H 2O2
HA

100
350
100
350
100
350
1.7
2.5

H2O2+catalase(2.5 U/m/)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n=3)
(*p<0.05, **p<O.Ol):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H2O 2 control
Vol. 43, No. 6, 1999

Cell viability (%)

Dose (}iM)
79.8
95.2
59.6
53.1
53.8
62.7

Vero
± 6.5**
+ 9.8**
+ 6.9
± 2.6
+ 2.3
+ 5.4

41.7 + 5.6
99.2 + 8.5

HepG2
78.8
99.6
53.8
50.5
53.0
72.7
53.5
97.6

±
±
±
±
+

4.9*
7.5**
3.8
2.6
4.2
3.9
6.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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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2의 세포득성에 대한 catalase 유사효과를 관찰함

적으로는 관여하지 앉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게니스테

으로서 비숫한 구조률 가진 이소폴라본 화합물둘의 구

인, 글리시테인 및 텍토러게닌 모두 지질과산화의 억

조-항산화활성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제작용이 있옴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ADP/NADPH7

글리시테인과 텍토리게닌은 DPPH와 superoxide

Fe3+로 유도된 효소적 지질과산화에서는 5-0H기가

anion 유리기 소거활성을 보였으나 대조 약물인

없는 글리시테인은 게니스테인과 텍토리게닌에 비해

mesna와 caffeic add에 버해 약한 활성을 보였다.

활성이 약 두 배정도 감소를 보였다. Xiong 등^>이

DPPH는 화학적으로 유도된 유리기로서 간단한 화학

지질과산화 저해활성은 화합물중의 페놀성 수산기 수

반움에 따라 유리기 소거작용을 관찰하며, superoxide

에 따툼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 글러

anion은 xanthine/XOD의 효소에 의한 superoxide 옴

시테인의 페놀성 수산기는 게니스테인과 텍토리게닌의

이온을 소거하는 번응으로 글러시테인과 텍토리게닌은

페놀성 수산기에 비해 숫적으로 적게 가지므로 효소적

이 두 실험에서 유리기 소거작■용의 관찰되는 반면 게

유도에 의한 지질과산화 저해활성이 다른 두 화합물외

니스테인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게니스테인에서 유

경우보다 약하게 나타난 이유의 일부률 파악할 수 있

리기 소거활성이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메타■치환하는

었다.

함산소 치환기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

글리시테인에는 C5-0H기가 없으므로 효소유도 지

서 텍토리게닌의 유리기 소거효과에서 알 수 었듯이

질과산화 저해작용이 약함을 보였으며 C5-0H는 C7-

함산소 처환기의 오르도■치환이 유리기 소거효과에서

0 H기에 비해 지질과산화 억제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는 것은 Arora등2^*의 보고와 일처하였다. 이소폴라

일반적으로 xanthine/XOD의 효소에 의한 supe-

본류의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에서 C5-0H기의 존재가

roxide '음■이온 저해작-§'은: superoxide 옴이온 소거작

중요함은 5-hydroxy-4-keto system의 관능기 구성과

용과 XOD 효소 저해에 의해 나타난다. 시료 중 C-5,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B환의 C-4' 수산

6 , 7에 함산소 치환기률 갖는 텍토러게닌만어 선택적

기는 이소플라본의 항산화활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으로 저해작용을 보였다. 텍토리게닌 400nM에서 3.4

하며 이 수산기가 OCH3기로 처환되면 항산화효과 및

xi0-3U/m/(10|xg/m/)의 XOD 효소 농도에 저해 작

지질과산화 억제가 사라지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는

용을 보였으나 대조약물인 allopurinol에 비해 활성이

이소폴라본류 수산기에서 C-4위처의 수산기가 매우 중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텍토리게닌이 XOD 활성저

요하며 상대적으로 C5-0H위치는 중간정도이며 C7-

해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글리시테인의

0 H는 아무런 영향을 미처지 않옴을 시사하고 있다.25)

• 02 ~ 생성

저해는 유리기 소거작용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담배 흡연의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H2O2는 세포내

유리기의 연쇄번응은" 지질과산화를 유도시키는 것으

자동산화와 세포득성을 통하여 산화적 세포 손상에 관

로 많이 알려져 왔으며 연속하여 흰쥐 간 머의크로좀

여함이 보고2 되었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옴식 중의 성

의 ADP/NADPH/Fe^■"로 유도된 효소적 지질과산화와

분과 유리기 소거제 등을 사 용 하 H2O2유도 세포득

ascorbic acid/Fe^"*■로 유도된 비효소적 지질과산화에

성 저해를 연구하여왔다. 암세포 및 정상세포에 대한

미처는 영향들을 연구하였다. 이소폴라본인 텍토리게

H2O2에 의한 세포득성에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닌, 게니스테인 및 글리시테인에 의한 유의성있는 지

시료 중 텍토리게닌은 강한 H2O2에 의한 포유동물 간

질과산화 저해효과가 두 시험법 모두에서 확인되었으

암세포 및 정상 원승이 신장세포의 세포득성에 보호작

나 대조약물인 caffeic add보다는 약하게 관찰되었다.

용을 보이므로 catalase mimic 효과률 보였다. 유사

일반적으로 지질과산화 유도억제에 사용되는 효소적

화합물 중 게니스테인은 약한 활성을 보였으나 글리시

또는 비효소적 유도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의 시발물질

테인에서는 활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소폴

로는

의 금속 이온이며 또한 천연화합

라본류의 세포보호작용의 발현을 위해서는 C5-0H기

물의 경우에 방향족 수산기가 지질과산화에 가장 중요

는 필수적이며 C6 -OCH3기는 그 활성을 증가시키는

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superoxide 옴이온인

것으로 추측된다. 죽, C5-0H가 없이 C6-OOV1 가

또는

수

XOD의 대사과정 결과 생성되는 활성산소이나 이는 매

결합되어 있다면 이 이소폴라본은 세포보호작용이 없

우 번응성이 작은 유리기로서 지질과산화과정에 직접

으리라 추정되며 이는 글리시테인의 현 실험결과가 보
J. Pharm . Soc. Korea

이소플러본의 항산화 및 세?■보? .W과

여주고 있다.

soyfoods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항산화효과가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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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ir

potential

role

in

cancer

prevention. J. Am . D iet Assoc. 9 1 , 836 (1991).

게니스테인은 유리기 소거작용에서는 전혀 작■용을 보

3) Cassidy, A., Bingham, S. and Setchell, K . : Biological

이지 않는 반면 우수한 지질과산화 억제 작용 및

effects of isoflavones in young women; importance

H2O2에 의한 세포득성 보호작용이 관찰되었다. 게니스
테인은 phytoestrogen 으로서 지질대사에 중요하게 관
계되고 있옴이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2^> protein
tyrosine kinase 억제제로서 항종양활성이 있옴도 널리

알려져 있다.2*> 본 연구로부터 게니스테인의 지질대사
에서 지질과산화 억제효과에 따른 세포보호효과가 중
요히 관계함을 시사하였다. 최근 활성산소와 관련한 암

of the chemical composition of soybean products. Br.
J. N utr. 74, 587 (1995).

4) Peterson, G. and Barnes, S . : Genistein inhibits both
estrogen and growth factor stimulated proliferation
of human breast cancer cells. Cell Growth Differ. 7,
1345 (1996).
5) Yamamoto, S., Shimizu, K., Oonishi, L, H asebe, K.,
Takamura, H., Inoue, T., Muraoka, K., Tani, T ,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게니스테인의 항중양활성은

Hashimoto, T. and Yagi, M . : Genistein suppresses

직접적인 protein tyrosine kinase 에 대한 억제작용에

cellular injury following hepatic ischemia/reperftision.

기인하고 유리기 소거효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도

Transplant Proc. 28, 1111 (1996).

시사되고 있다. 텍토리게닌은 유리기 소거, 지질과산화

6) Anthony, M, S., Clarkson, T. B., Hughes, C. L. Jr.,

억제 및 세포보호작용 모두 뚜렷한 항산화작용을 나타

Morgan, T. M. and Burke, G. L . : Soybean isofla

내었다. 이에 따라 텍토리게닌은 게니스테인과 유사한

vones improve cardiovascular risk factors without

힘종양활성을 발현할 7]능성이 기대되고, 유리기 소거

affecting the reproductive system of peripubertal

효과률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성인병 에방제로서 게
니스테인과는 득럽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 기대된다.
이 실험에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설은 이소폴라
본의 경우에 활성산소의 동태에 따른 세포의 손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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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sus monkeys. / Nutr. 126, 43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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