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인구가 점차 노령화 사회로 계속 변화됨에 따라

골다공증은 중요한 사회 질병으로 대두되었다. 호르

몬 대체요법은(1) 폐경 후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

한 주요 대응책이며, 이는 골 손실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바로 에스트로겐 결핍이기 때문이다(2). 그

러나 호르몬 대체요법은 부작용의 발생 및 장기치료

시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성들에게 거부감

이 있고 일부 환자들에게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보편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1). 한

편, 사람의 식이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분자들이- 파

이토케미칼 등-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있어 장기적인

건강증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3). 특히 파이토에

스트로겐은 콩과류 종자에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는

데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는 능력이 있어 약한

에스트로겐 유사활성을 지니는 분자로서 주목을 받

고 있는 성분이다(4).

대두(Glycine max )는 발효식품으로 또한 비발효

대두식품으로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식이로서 플라

보노이드가 풍부하며 특히 이소플라본인 제니스틴과

다이드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피리플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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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두 이소플라본 섭취가 난소를 절제한 쥐의 골격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투여량에 따라 조사한 것이다. 실험 초기에 암컷의 Wistar rats(7개월 령; n=55)을
절제 후 봉합시킨 군(SH; n=14)과 난소절제군(OVX; n=41)으로 각각 구분하여 사
육하고 80일 후에 각 5마리씩을 해부하여 난소절제로 인한 골손실 진행여부를 확인하였
다. 그 후 난소절제 쥐(OVX)를 9마리씩 4그룹으로 나누고 대두 이소플라본(IF, 대두
단백질이 없는 실험식이에 혼합하여 공급)을 각각 0, 20, 40, 80mg/ (kg body·d)씩
84일간 공급하였다. 동시에 SH rats에게도 이소플라본이 없는 실험식이를 섭취시켰으
며 164일 후에 해부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골 무기질 밀도(대퇴골, 골간부위와 골간단
부위) 및 골 표면적에 대한 다공성 골 면적의 비(대퇴골 원위부 골간단에서)가 OVX군
이 SH군보다 낮았다(P<0.05). OVX군은 SH군보다 혈장 osteocalcine 농도가 높았으
며 소변으로의 deoxypyridinoline 배설량이 많았다(P<0.05). 164일째 osteocalcine과
deoxypyridinoline 농도는 OVX군에서보다 IF40 및 IF80군에서 더 낮았다(P<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 무기질 밀도와 다공성 골 면적이 OVX군에서보다 IF군들에서 더
낮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난소를 절제한 성숙한 쥐에게 대두 이소플라본을 매일 섭
취시키는 것은 골격조직의 재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미 진행된 골감소증
(osteophenia)을 회복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 동 향



식품기술 제15권 제1호 (2002. 3) 17

(ipiriflavone, 합성 이소플라본 유도체)이 에스트로겐

요법을 대체하여 골 질량이 낮거나 골다공증인 폐경

이 여성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지

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소플라본에 대한 실험결

과는 매우 적은데 식이에 이들 이소플라본이 포함됨

으로서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유발되는 뼈의 재흡수

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5). 실제로, 대두

의 이소플라본을 식이에 보충함으로서 폐경 후 여성

의 골질량이 유지된다고 보고되었다(6,7).

최근 이소플라본이 발휘하는 골보호 효과는 폐경

기 골다공증에 해당하도록 난소를 절제시킨 쥐를 동

물모델로 하여 경구투여로(8- 13) 혹은 주사투여 형

태로(14) 다수 연구되고 있다(15- 18). 이소플라본

의 치료효과는 거의 알려진 바 없으며 단기간 대두

단백질의 섭취가 난소를 절제한 어린 쥐의 골 손실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보고되었을 뿐인데, 이 연구

에서는 대두식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19). 그러나 투여량에 따른 이소플라본의 골 치료

효과는 성숙한 쥐를 대상으로 장기간 시행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두 이소플라본을

장기간 매일 섭취했을 때 난소를 절제시킨 성숙한

쥐의 골감소증을 회복 시킬수 있는지를 이소플라본

섭취수준을 달리하여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동물 및 식이

암컷의 Wistar rats(n=60, 195일령)을 I.N.R.A

(프랑스)로부터 구매하여 21℃에서 12시간 광주기

로 조절하면서 개별 케이지에서 사육하였다. 실험기

간 동안 쥐들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였으며 하루에

한 번씩 대두 단백질이 없는 실험식이(I.N.R.A; 표

1)를 섭취하였다. 210일 령이 되었을 때(∼299g)

시작 대조군으로(initial control; IC) 5마리를 희

생시켰다. 동시에 남은 55마리를 chloral hydrate

로 마취시키고(80g/L in saline soln.; 0.4ml/ 100g

body) 절제 후 봉합시킨 군(SH; n=14)과 난소절

제군(OVX; n=41)의 두 군으로 각각 구분하여 처리

하였다(d 0). 그 후 80일 째에(d 80) 중간 대조군으

로 각 5마리씩(SHi n=5; OVXi n=5)을 희생시켜 난

소절제가 골 손실을 유발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후 난소절제 쥐를(n=36; ∼366g)을 9마리씩 4그룹으

로 임의 배치하여 대두 이소플라본 농축물(IF)을 각

각 0(OVX), 20(IF20), 40(IF40), 80(IF80) mg/ (kg

body·d)씩 84일간 섭취시켰으며, 164일째에 모두

희생시켰다(d 164) 이소플라본은 분말 이소플라본

표 1. 대두 단백질을 포함시키지 않고 제조한 실험
식이의 조성

성 분1 )

g/ kg

카제인 180

설탕 210

옥수수 전분 430

셀룰로오스 섬유소 100

땅콩 기름 25

유채씨 기름 25

비타민 혼합물 10

무기질 혼합물 18.5

DL- 메치오닌 1.5
1 카제인(Union des Caséineries 사), 설탕(Eurosucre
사), 옥수수 전분(Cerestar 사), 셀룰로오스(Durieux
사), 유지(Bailly 사), 비타민 혼합물(Roche 사), 무기
질 혼합물(Prolabo 사) 및 DL-메치오닌(Jerafrance 사).
2 혼합물 kg 당 retinyl palmitate (250 IU/ mg) 200
mg, cholecalciferol(400IU/ mg ) 312mg, DL-α
- tocopherol acetate (0.25IU/ mg) 20,000 mg, me-
nadione 100mg, thiamine HCl 1000 mg, ribo-
flavine 1000 mg, nicotinic acid 4500 mg, D-
calcium panthothenate 3000 mg, pyridoxine HCl
1000 mg, inositol 5000 mg, folic acid 200 mg,
cyanocobalamine 1.35 mg, ascorbic acid 10000
mg, p- aminobenzoic acid 5000 mg, choline chlo-
rhydrate 75000 mg, sucrose 971.9 g
3 혼합물 kg 당 CaHPO4·2H2 O 308 g, K2HPO4

194 g, CaCO3 146 g, MgSO4·7H2 O 109 g, NaCl
168 g, MgO 24.3 g, FeSO4·7H2 O 20.9 g, ZnSO4

·H2 O 12.1 g, MnSO4·H2 O 12.1 g, CuSO4·
5H2 O 2.4 g, NaF 1.9 g, CrK(SO4 )2·12H2 O 1.2 g,
(NH4 )6Mo7 O2 4·4H2 O 0.0005, CoCO3 0.0005,
Na2 SeO3 0.000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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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물(Novasoy Isofla- vone compound 152- 400,

ADM 사)을 실험식이에 혼합시켜 공급하였다. SH군

과 OVX군은 이소플라본이 없는 실험식이를 섭취시

켰다. 실험기간 동안 각 실험군에 공급하는 식이의

양은 매일 SH군이 섭취하는 평균 식이량으로 조정

하여 공급함으로서 난소절제로 인하여 생기는 과식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쥐의 체중은 주 1회 측

정하였으며 이 체중을 실험 하반기 동안 체중에 따

라 투여하는 이소플라본 양에 반영하였다. 쥐를 희

생시키기 48시간 전에 체조성을 이중에너지 X선 흡

광측정기(DEXA)로 측정하였다(20). 0일, 40일, 80일,

122일, 164일째에 쥐를 대사 케이지에 넣고 24시간

소변을 수집하였으며 뼈 재흡수의 지표인 소변 중

칼슘 배설량과 deoxypyridinoline(DPD)의 양을 측정

하였다(21). 혈액 시료는 헤파린 처리 및 혈액 ml당

200 pep- tidase inhibitory units의 iniprol을 처리한

관에 오전 9시에 수집하였으며 즉시 원심분리하였다

(3500g, 5min, 4℃). 원심분리한 후 혈장을 파이토에

스트로겐, 칼슘, osteocalcine, 및 조골세포 활성의 지

표를 측정하기 전까지 - 20℃에서 보관하였다(22). 80

일과 164일에 각 실험쥐들로부터 자궁각(uterine

horn)을 제거하고 체중을 측정하였다. 왼쪽과 오른쪽

대퇴골에서 주변 조직을 제거해내고 골 무기질 밀도,

물리적 경도, 영상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2.2 혈장의 파이토에스트로겐 농도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 및 에쿠올(eguol)을

ELISA법으로 분석하였다(23,24). 감도는 제니스

테인과 다이드제인 및 에쿠올이 각각 35, 40, 10

nmol/ L였다. 동일 분석내 오차는 제니스테인과 다

이드제인 및 에쿠올이 각각 4.8, 5, 5%였고 분석

간 오차는 13.1, 12.8, 13.6%였다.

2.3 혈장의 osteocalcine(OC) 농도

OC 농도는 12 5I- 로 표지한 OC와 goat anti- rat

OC antibody, 2차 항체인 donkey anti- goat- 2nd

antibody (Biochemical Technologies)를 이용하여 방

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으로 분석하였다. 감

도는 0.01 nmol/ L였으며 분석내 및 분석간 오차는

각각 7과 9% 였다.

2.4 소변 중의 deoxypiridinoline(DPD)

배설량

DPD 배설량은 튜브 내면에 코팅시킨 쥐의 단일

클론 anti- DPD antibody, 그리고 1 2 5I- 로 표지한

DPD(Pyrilinks- D RIA kit ;Metra Biosystem)

를 이용하여 경합 ELISA 법으로 측정하였다. 감도

는 2 nmol/L였으며 분석내 및 분석간 오차는 각각

4와 6% 였다. 결과는 nmol DPD/mmol crea-

tinine으로 표기하였다(21). 소변 중 크레아티닌

분석은 크레아티닌이 존재할 때 색을 나타내도록

picric acid 유도체를 생성하는 수정된 Jaffés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개체간 소변 량에서 오는 차이를

보정하도록 DPD 수치 계산에 반영하였다.

2.5 혈장과 소변 중의 칼슘 농도

칼슘 농도는 Perkin- Elmer 400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원자흡광 광도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는

Lanthanum oxide 용액(1g/ L;Carlo Erba Re-

agenti)으로 희석하여 측정하였다.

2.6 골 무기질 밀도

BMD는 X선 골 밀도촬영기인 Hologic QDR-

4500의 DEXA로 측정하였다. 전체 대퇴골 BMD

(T - BMD)의 뿐 만 아니라 D- BMD와 M- BMD도

측정하였다(25). D-BMD는 피질골(cortical bone)

이 풍부한 골간부위(diaphysis)의 골무기질 밀도이

며, M- BMD는 해면골 즉 다공성 골(cancellous

bone)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대퇴골 원위부의 골간

단부(metaphysis)의 골무기질 밀도이다.

2.7 물리적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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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 직후에 대퇴골의 길이와 평균 골간 직경을

캘리퍼로 측정하였다. 그후 대퇴골의 파괴경도를 인

스트론(Universal T esting Machine; Instron)으

로 측정하였으며 3 부위에 대하여 bending test를

실시하였다(26).

2.8 영상분석

대퇴골을 여러 농도의 에탄올로 탈수시키고 메틸

메타크실레이트 용액(Sigma)에 침적하였다(27). 그

후 100∼200 ㎛ 두께의 단편을 저속의 Isomet

2000(Buhler)로 제조하고 Metaserv 2000(Buhler)

로 80 ㎛이 되도록 다듬었으며, Von Kossa silver

법(AgNO3 ; Sigma)에 따라 염색하였다. 다공성 골

조직을 분석하기 위하여 OsteoLab 프로그램(Bio-

com)이 내장된 영상분석기로 대퇴골의 골간부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한 골 표면적에 대한 다공성 조

직의 면적비율을 측정하였고 지주(trabeculae)의

개수와 두께를 측정하였다.

2.9 통계분석

결과는 평균±SE로 표시하였다. 모든 실험결과는

Microsoft의 GraphPad InStat 프로그램으로 분

석하였다. 실험군간 유의성 평가는 우선 ANOVA로

분석한 후 유의성이 나타나면 Student- Newman-

Keuls 다중비교법으로 처리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ANOVA는 동일한 분산을 가지는 그룹에서 뽑은 결

과에 대해서만 처리하였다. 이때도 Kruskal-Wallis

test를 먼저 실시한 후 유의성이 나타나면 Mann-

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군내에서 측정

일별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ANOVA로 분석하

였고, 유의성이 있으면 Student - Newman- Keuls

다중비교법으로 평균간 유의차를 구하였다. 모든 통

계처리의 유의수준은 P<0.05로 고정하였다.

3. 결 과

3.1 체 조성

실험 기간 0일에서 80일 동안 SH군과 OVX군

모두 체중은 증가되었으나(d 80; P<0.0001) 1차 실

험 종료기간에(d 80) SH군이 OVX군보다 체중이

더 적었다(P<0.05, 그림 1). 실험 80일과 164일

간에도 SH군과 OVX군 모두 체중은 증가되었으나

(P<0.001), SH군이 여전히 체중이 적은 상태였다

(P<0.05). 또한 IF20군을 제외하고는 이소플라본

을 섭취한 난소절제쥐 군들에서 80일과 164일간

체중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164일에서의 결과

를 보면, IF80군의 체중은 SH군의 체중과 차이가

없었으며 OVX군과는 유의차가 나타났고 체중이 더

적었다(P<0.05). 반면, IF20군과 IF40군의 체중

은 SH군이나 OVX군과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한편, 시작 대조군(IC)을 제외하고는 모든 군에서

그림 1. SH(절제 후 봉합군), OVX(난소절제
군), IF20, IF40, IF80(난소절제 및 20, 40,
80 mg/ (kg body·d)의 이소플라본 섭취군) 실
험군 쥐들의 체중

수치는 평균±SE, n=9(0∼80일까지는 OVX가 n=36).
*SH군과 OVX군의 경우 0일과 80일의 체중이 유의적
으로 차이남, P<0.0001.‡ SH군, OVX군, IF20군의 경
우 80일의 체중이 164일의 체중과 유의적으로 차이남,
P<0.001.; 80일과 164일의 체중에서 표시된 첨자의
문자가 다른 것은 서로 유의적으로 차이가 남, P<0.05.

SH
OVX
IF20
IF40
IF80

a

†
a

a a
#

b

ab
*a

b

†
b

c

b b
ab

c

d



20 연구동향/ 대두 이소플라본과 골조직의 대사 (Bone turnover )

체지방(fat mass)과 제지방체중(lean mass) 수치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각각 28±1, 69±1g / 100g

body수준이었다. 시작 대조군(IC)은 다른 군들에 비

해 체지방 수치가 더 낮고 제체지방 수치는 더 높았

다(각각 14.2±2, 83±2g/ 100g body, P<0.001)

3.2 자궁의 무게

SH 군은 OVX군보다 80일과 164일에서의 자궁

무게가 더 적었다(표2). 또한 164일에 이소플라본

을 섭취한 난소절제 쥐(IF)군들의 자궁무게는 OVX

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3.3 혈장의 파이토에스트로겐 농도

164일째의 파이토에스트로겐 농도는 IF20군이

그림 3. IC(초기 대조군), SH(절제 후 봉합군),
OVX(난소절제군), IF20, IF40, IF80(난소절제
및 20, 40, 80 mg/ (kg body·d)의 이소플라본
섭취군) 실험군 쥐들의 소변 중 deoxypyridinoline
함량

수치는 평균±SE, n=9(IC의 경우는 n=5, 40일과 80
일의 OVX는 n=36). # 80, 122, 164일의 SH군과 유
의적으로 차이남. P<0.005,‡ 각 실험군 내에서 40일의
DPD 배설량은 SH군의 경우 80, 122, 164일과 OVX
군의 경우 80일과 유의적으로 차이남, P<0.01, * 각 실
험군 내에서 122일의 DPD 배설량은 164일과 유의적으
로 차이남, P<0.05 ; 각 일자별 결과에 표시된 첨자의
문자가 다른 것은 서로 유의적으로 차이가 남, P<0.05.

그림 2. IC(초기 대조군), SH(절제 후 봉합군),
OVX(난소절제군), IF20, IF40, IF80(난소절제
및 20, 40, 80 mg/ (kg body·d)의 이소플라본
섭취군) 실험군 쥐들의 혈장 osteocalcine 농도

수치는 평균±SE, n=9(IC의 경우는 n=5, 40일과 80
일의 OVX는 n=36). # 80, 122, 164일의 SH군과 유
의적으로 차이남. P<0.05,‡ 각 실험군 내에서 40일의 혈
장 osteocalcine 농도는 SH군의 경우 80, 122, 164일
과 OVX군의 경우 80일과 유의적으로 차이남, P<0.05,
각 실험군 내에서 122일의 혈장 osteocalcine농도는
164일과 유의적으로 차이남, P<0.05 ; 각 일자별 결과에
표시된 첨자의 문자가 다른 것은 서로 유의적으로 차이가
남, P<0.05.

표 2. 난소절제처리와 대두 이소플라본 섭취가 쥐의

자궁무게에 미치는 영향1

실 험 군2 자궁 무게

g/ 100g body

SHi 0.27±0.02a

OVXi 0.05±0.01b

SH 0.38±0.04a

OVX 0.08±0.01b

IF20 0.10±0.01b

IF40 0.06±0.01b

IF80 0.11±0.01b

1 수치는 평균±SE, n=5∼9, 첨자의 문자가 다른 것
은 유의적으로 차이가 남, P<0.001
2 SHi(절제 및 봉합처리(sham- operated)한 중간 대
조군, d=80 실험식이 시작 직전), OVXi(난소절제 처
리(ovariectomized)한 중간 대조군, d=80), OVX(난
소절제 처리군, d=164), IF20(난소절제 및 20 mg/
(kg body·d)의 이소플라본 섭취군, d=164), IF40
(난소절제 및 40 mg/ (kg body·d)의 이소플라본 섭
취군, d=164), IF80(난소절제 및 80 mg/ (kg body
·d)의 이소플라본 섭취군, d=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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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40 및 IF80군보다 더 낮았으며(P<0.0001)

IF40군과 IF80군은 서로 차이가 없었다(표 3). 이

소플라본을 섭취하지 않은 비처리군의 혈장에서도

매우 낮은 농도의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및 에쿠

올이 검출되었는데 각각 0.08±0.01, 0.09±0.01

및 0.05±0.01 μ㏖/ L 수준이었다(P<0.0001).

3.4 혈장의 osteocalcine 농도

혈장의 OC 농도는 매 측정일 모두 SH군보다

OVX군에서 더 높았다(그림 2). 또한, IF20 및

IF40군의 혈장 OC 농도는 122일에 SH군과 차이

가 없었지만, IF에 해당하는 세군들은 OVX군과도

혈장 OC 농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22일과 164일 간의 OC 수치를 비교해 보

면 OVX군과 SH군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IF

처리군들에서는 OC 수치가 크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164일째에서 IF를 섭취한 군들

의 OC 농도는 SH군과 유의차가 없게 되었으며

OVX군보다는 낮은 상태가 되었고 IF20군을 제외

하고 모두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3.5 소변 중의 deoxypiridinoline 배설량

DPD 배설량은 매 측정일 모두 SH군보다 OVX

군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그림 3). 그러나 122

일째에 소변으로의 DPD배설량을 보면 SH군에 비

해서는 IF군들이 높았으나, IF80군의 DPD 배설량

이 OVX군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164일의 DPD 배설량은 난소를 절제한 OVX군,

IF군들 모두 SH군보다는 높은 수치였으나, IF40군

의 경우 122일과 164일 사이에 DPD 배설량이 크

게 감소되어 164일째에는 IF40과 IF80 모두 OVX

군보다 DPD 배설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IF20군은 유의차 없음).

3.6 혈장과 소변 중의 칼슘 농도

매 측정일 마다 모든 군들의 혈장 칼슘 함량이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58±0.07(0일), 2.53

±0.03(80일), 2.61 ±0.01(122일), 2.47±0.01

(164일)mmol/L). 소변으로 배설되는 칼슘의 함량

도 군들간 차이가 없었다(2.6±0.2(0일), 3.1±0.2

(80일), 2.8±0.2(122일), 3.9±0.2(164일)mg/day).

3.7 골 무기질 밀도(BMD)

그림 4. IC(초기 대조군), SHi(절제 후 봉합처리
한 중간대조군), OVXi(난소절제처리한 중간 대조
군), SH(절제 후 봉합군), OVX(난소절제군), IF20,
IF40, IF80(난소절제 및 20, 40, 80 mg/ (kg
body·d)의 이소플라본 섭취군) 실험군 쥐들의 골
무기질 밀도(BMD)

A 총 대퇴골의 골밀도(T - BMD); B 대퇴골 골간부의 골
밀도(B- BMD); C 대퇴골 골간단부의 골밀도(M- BMD).
수치는 평균±SE, n=5∼9; 각 일자별 결과에 표시된
첨자의 문자가 다른 것은 서로 유의적으로 차이가 남,
P<0.005(A), P<0.05(B), P<0.0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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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D 수치는 시작 대조군(IC), SHi군, SH군간

에는 서로 차이가 없었으며, SH군보다는 난소를 절

제시킨 OVX과 IF군들에서 80일과 164일 모두 유

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4). 또한, 164일째의

IF 처리군들의 BMD 수치는 OVX군 보다는 높아

지지 않았다.

3.8 물리적 경도

대퇴골의 길이, 골간부위의 직경 및 대퇴골의 파

괴경도는 전체 실험기간 동안 모든 군들에서 유의적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퇴골의 길이,

골간부위의 직경 및 대퇴골의 파괴경도의 수치는 각

각 37.1±0.1mm, 3.62±0.04mm, 115±2 N 이

었다.

3.9 영상분석

대퇴골의 골간단부에서 측정한 골 표면적에 대한

다공성 골면적의 비율은 IC군, SHi군, SH군 간에

는 서로 차이가 없었다. 반면, SH군보다는 난소를

절제시킨 OVX과 IF군들에서 80일과 164일 모두

골 표면적에 대한 다공성 골면적의 비율이 유의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5). 더욱이, 164일째의 수치

는 IF 처리군들이 OVX군보다 높아지지 않았다. 지

주의 수(trabecular number)도 난소를 절제시킨 모

든 군들(1.6±0.1 trabeculae/mm)이 난소를 절제시키

지 않은 군들(3.2±0.2 trabeculae/mm)보다 더 적었

다(P<0.0001). 지주간 분리 정도는 난소를 절제시킨

모든 군들(613±36 ㎛)이 난소를 절제시키지 않은

군들(242±19 ㎛)보다 더 높았다(P<0.0001). 이와 반

대로, 초기 지주의 두께는 IC, SHi, SH군이 서로 차

이가 없었고, SHi군(77±3㎛)보다 OVXi군(65±3㎛)이

더 적었지만 164일째에는 실험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4±2㎛).

4. 고 찰

많은 연구들이 대두 이소플라본 식이가 쥐에서 난

소절제로 유발된 골 감소증(osteopenia)에 예방 효

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8- 13). 그러나 한 실험만

은 뼈의 손실의 일단 일어났다면 난소절제 후 35일

부터 100일까지 대두 단백(정상 IF 함량의 대두 단

백 또는 IF 함량을 낮춘 대두 단백)을 매일 섭취해

도 회복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9). 그런데, 이 연구는 어린 쥐를 이용하여 한 가

지 투여량 만을 가지고 단기간 수행되었다. 몇 가지

투여수준으로 장기간 섭취시킨 실험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골격 손실을 평가하는데는 어린 쥐

보다는 성인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필요하다. 그

러므로 본 연구는 7개월령의 쥐를 대상으로 난소절

제를 거치고 수술 80일 이후부터 84일 동안 IF를

급여함으로써 대두 이소플라본 섭취에 의한 투여량

에 따른 골격 치유 효과를 조사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그림 4의 대퇴골 골간단부의 골무

기질 밀도(M- BMD)와 골간부위의 골무기질 밀도

(D- BMD) 결과는, 난소절제 처리(표 2와 같이 자

궁 위축이 확연함)가 대퇴골의 골 감소증을 유도하

였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골 감소는 대퇴골 골

간단부(distal femur mataphysis ; 대사작용이 주로

일어나는 다공성 골 조직이 풍부함)와 대퇴골 골간

그림 5. IC(초기 대조군), SHi(절제 후 봉합처리한
중간대조군), OVXi(난소절제처리한 중간 대조군),
SH(절제 후 봉합군), OVX(난소절제군), IF20,
IF40, IF80(난소절제 및 20, 40, 80 mg/ (kg
body·d)의 이소플라본 섭취군) 실험군 쥐들의 골
표면적에 대한 다공성 골면적의 비율

수치는 평균±SE, n=5∼9; 각 일자별 결과에 표시된
첨자의 문자가 다른 것은 서로 유의적으로 차이가 남,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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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femoral diaphysis ; 물리적이고 방어적 기능을 주

로 충족시키도록 피질골이 풍부함) 모두에서 진행되

었다. 그러나 D- BMD 감소는 물리적인 측정치와 연

관성이 나타나지 않아, 대퇴골 파괴실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D- BMD는 감소되더라도 골격의 물리적

강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 BMD 감소는 다공성 골 면적의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동시에 지주

(trabecular)의 수는 감소되었고, 지주의 분리정도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지주의 두께

는 초기에는 SHi군보다 OVXi 군이 낮았지만 164일

째에 SH군과 OVX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았았다. 이는 아마도 뼈의 손실이 지주 두께가 감소

되기보다는 지주의 수가 감소됨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SH군보다 OVX군에서

소변 중 DPD 배설량과 혈장 OC 농도가 높은 것에

서 알 수 있듯이(그림 2, 3) 골 감소증은 뼈의 형성

및 파괴속도(turnover )가 증가됨에 따라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경구 투여로 이소플라본을(genistin과 diadzin을

합하여) ∼25 및 ∼2.5㎍/ g body·d수준으로 65일

동안 공급했을 때 대두식이군이 대퇴골의 골 밀도 손

실을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Arjmandi

등(19)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 섭취가

피질골과 다공성 골조직 어디에서도 대퇴골의 골밀

도 치유에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대퇴골의 회분함량(g/ 100g dry

bone)이 대두식이 투여에 관계없이 SH군에서 보다

OVX군에서 낮았다는 Arjmandi 등(19)의 결과와는

본 연구 결과가 일치한다. 더욱이 본 연구의 M-

BMD 결과로 볼 때 이소플라본이 다공성 골 면적

(그림 5), 지주의 수와 분리 정도 등에 일어난 변화

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군들에서는 OVX군보다 뼈의

형성 및 파괴속도(turnover)가 낮아졌다(그림 2,3).

IF20군의 osteocalcine 함량은 OVX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164일째에 이소플라본을 섭취

한 세 IF군 모두 SH군의 osteocalcine 함량과 유사

하였다. 또한 혈장의 osteocalcine 농도는 이소플라본

을 섭취한 IF군이 122일과 164일 사이기간에 감소되

었으며, 반면 OVX군은 높은 상태로 일정한 양상을

보였다(그림 2). 소변의 DPD 배설량은 난소를 절제하

고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IF군들이 SH군보다 높았지

만, IF80군의 DPD 배설량은 122일과 164일 째에

OVX군보다 낮았다(그림 3). IF40군의 경우 122일과

164일 사이기간에 DPD 배설량이 감소되어, 164일

째에는 높은 상태로 일정한 양상을 보인 OVX군보

다 IF40군의 DPD 배설량 이 낮아졌다. 이 결과는

투여량에 따라 이소플라본이 파골 활성 억제효과를

유도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투여량 수준이 높

았던 두 군에서 뼈의 재흡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Arjmandi 등(19)은 이소플라본을

표 3. 대두 이소플라본 섭취가 혈장의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및 에쿠올 농도에 미치는 영향1

실험군2 제니스테인(μ㏖/ L) 다이드제인(μ㏖/ L) 에쿠올(μ㏖/ L)

IF 20 0.73±0.06b 0.72±0.09b 0.95±0.12b

IF 40 1.32±0.16a 1.38±0.11a 1.50±0.19a

IF 80 1.39±0.29a 1.62±0.22a 1.93±0.30a

1 수치는 평균±SE, n=9, 첨자의 문자가 다른 것은 유의적으로 차이가 남, P,0.001
2 IF20(난소절제 및 20 mg/ (kg body·d)의 이소플라본 섭취군), IF40(난소절제 및 40 mg/ (kg body·d)의 이소플
라본 섭취군), IF80(난소절제 및 80 mg/ (kg body·d)의 이소플라본 섭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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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stin과 diadzin을 합하여) ∼25 및 ∼2.5㎍/ g

body·d수준으로 섭취했을 때 난소절제로 인하여

가속화 된 뼈 생성 및 파괴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대두식이군과 본 실험

의 IF20군을 비교하여 볼 때, 두 결과는 완전히 다

르지 않으며, 두 결과 모두 대두식이군과 IF20군의

뼈 재흡수가 OVX군과 비슷하고 SH군과는 더 높은

수준이었다.

골대사 관련 변수와 관련지어 164일째에 혈장의

파이토에스트로겐 농도는 IF20군과 IF40군간에는

투여량이 증가하면 농도가 증가하였으나 IF40군과

IF80군간에는 투여량 증가에 따른 농도 증가가 나

타나지 않았다(표 3). 이 현상은 10- 13개월령의 난

소절제의 경우, 더 이상 이소플라본을 증가시켜도

흡수가 더 일어나지 않는 이소플라본 최대 수준이

있다는 것과 저농도보다는 고농도에서 혈장 파이토

에스트로겐의 배출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더욱이 실험초기에 실험식

이 적응기간으로 대두를 섭취시켰을 때 IF80군에서

는 소량의 체중감소가 관찰되었다(그림 1). OVX군

의 경우 일반적으로 SH군보다 체중이 높으므로 위

결과는 난소절제가 유발하는 과식증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164일 째에 IF80군의 체중은 OVX

군보다 매주 적었으며 SH군과 유사하였다. 최종적

으로 본 실험의 결과들은 이소플라본 섭취가 자궁절

제로 유발된 자궁퇴화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표 2). 이와 유사하게, 65일간 제

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을 ∼25 ㎍/ (g body·d) 수

준으로 경구투여한 대두식이군의 경우, 난소를 절제

시킨 어린쥐에게서 어떠한 자궁활성화 효과도 나타

나지 않았다(19).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대두의 이소플라본을

매일 섭취하는 것은 난소를 절제한 쥐에게서 뼈의

생성과 파괴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미 진

행된 골 손실을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특히 IF40군과 IF80군에 해당하는 고농도의

이소플라본 섭취는 난소절제로 인하여 증가된 골대

사 중 특히 뼈 재흡수를 감소시키는데 더욱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폐경후

가속화되는 골다공증의 치료보다는 예방 측면으로

골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대두 이소플라본 섭취 수준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J. Nutr ., 131, 723- 7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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