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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회화나무는 Sophora japonica L.이라는 학명을 지닌 

나무로, 한국과 중국에서는 회화나무를 집에 심으면 가문

에 큰 인물이나 학자가 난다고 하여 학자나무로 불리며, 

평민이 아닌 오직 선비와 양반가에서만 정원수로 심어질 

정도로 길상목으로 여겨져 왔고, 민간 및 한방에서는 항

염, 지혈, 고혈압, 치질, 습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회화나무에는 10월에 염주 모

양의 열매가 익는데, 이 열매를 괴각(Sophorae Fructus)

이라 부르며, 괴각과 나무에는 루틴과 퀘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많고, 생리적 활성이 강한 소포리코사이

드(sophoricoside)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1,2).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이 여성 갱년기 건강 개선에 탁월

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소포리코사이

드의 기능성에 있다(2,3).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성의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의 분비가 극감하는 

폐경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현재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학적 방법 중 하나는 에스트로젠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주사를 통해 넣어주는 것이다(4,5). 

그러나 에스트로젠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유방암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에스트로젠 호르

몬 요법은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로 여성 갱년기에 대한 새로운 소재가 요구되었다. 이 와

중에 이소플라본의 하나인 genistein이 유방암 세포에 대

한 항분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어(6) 호르몬 대체요법에 

의해 유발되는 유방암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소재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수많은 논문들이 genistein 

등의 이소플라본의 항암 효과와 여성 갱년기 개선에 효과

가 있음을 확인하였고(7-11), 갱년기 여성들이 공통적으

로 가지고 있는 대사질환의 예방에도 효과적임이 확인되

었다(12,13). 최근 들어서는 수많은 유방암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까지 나오고 있어 이소플라본의 유방암

의 발생, 재발, 사망을 줄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4).

이와 같이 여성 갱년기뿐 아니라 갱년기 여성들이 공통

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이소플라본 

중에서 국내에서 연구되고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소재로 개발된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인 렉스플라본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회화나무 열매 유래의 렉스플라본

회화나무 열매인 괴각에는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물질

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려진 물질

로는 루틴과 퀘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와 갱년기 건

강에 탁월한 소포리코사이드 등이 있다(1,2). 이러한 생리

활성 물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건조된 괴각으로부터 80% 

아세톤으로 3일 동안 추출하고 농축하였다. 그리고 

Sephadex LH-20 컬럼에 물과 메탄올을 이용하여 총 8

개의 분획을 얻었다. 얻어진 분획은 DPPH radical scav-

enging activity를 활용하여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였고 

NMR을 이용하여 각 분획의 주요성분이 분석되었다. 각 

분획의 항산화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그리고 

분석된 각 물질은 Fig. 1과 같았다.

1번 분획의 물질은 genistein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이소플라본이었다. 그리고 2번 분획의 물질은 

소포리코사이드로 genistein의 당화합물(Genistein-4'- 

O-â-D-glucopyranoside)이었다. 3번 분획의 물질은 

역시 genistein의 다른 종류의 당화합물(Genistein-4'- 

O-á-L-rhamnopyranoside)이었다. 그리고 4번 역시 

또 다른 genistein의 당화합물(Genistein-4'-O-á-L- 

rhamnopyranosly-(12)-â-D-glucopyranoside)이었

다. 그리고 5번, 6번, 7번의 경우는 이소플라본이 아니고 

플라보노이드였다. 5번과 6번의 경우 kaempferol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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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oxidative activities of compounds 1～8 isolated 
from Sophorae Fructus

Compounds IC50 (μg/mL)

1
2
3
4
5
6
7
8

L-Ascorbic acid1)

377.8
>1000
616.7
680.6
>1000
>1000
38.3
17.1
16.4

1)Used as a positive control.
Each data represents three independent tests assayed in 
triplicate.

8

Fig. 1. The structure of compounds 1～8.

Fig. 2. HPLC profile of Rexflavone. 

Table 2. The summary of in vitro results for postmenopausal symptoms and bone metabolism
           Biomarker                  Results

Postmenopausal symptom

Anti-inflammation

Anti-oxidation

Anti-apoptosis

Cell protection

Decrease of NO and iNOS

Increase of glutathione

Decrease of caspase-3

Decrease of LDH

Bone metabolism

Osteoblast

IL-1b & IL-6

IGF-1 & TGF-b

Increase of osteoblast

Suppression of expression

Increase of expression

Kim et al. (2), Joo et al. (15), Joo et al. (16), Joo et al. (17)

화합물로 각각 Kaempferol-3-O-â-D-sophoroside 

(5), Kaempferol-3-O-â-D-glucopyranosyl-(1→2)- 

á-Lrhamnopyranosly-(1→6)-â-D-glucopyrano-

side(6)이었다. 7번 분획의 물질은 Rutin이었으며 마지막 

8번 분획의 화합물은 Gallic acid 4-O-â-D-(6'-O- 

galloyl)-glucopyranoside였다. 확인된 괴각에 포함된 

화합물은 예상과 같이 항산화 능력이 좋은 이소플라본과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화합물이었으며 기대한 결과대로 

소포리코사이드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

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괴각은 60% 에탄

올을 이용하여 대량 추출되고 여과 후 농축, 건조 분쇄되

었다. 이렇게 추출된 결과물은 HPLC 분석을 통해 소포리

코사이드가 10~15% 정도 함유된 추출물임이 확인되었

다(Fig. 2). 그리고 이 추출물은 소포리코사이드 이외에도 

다양한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소포리코

사이드에 당이 하나 더 붙어 있는 소포리코비오사이드도 

약 7% 정도 함유하고 있다. 이 추출물은 렉스플라본으로 

상표 등록되어, 이후에 진행된 모든 실험은 이렇게 얻어

진 추출물을 이용하였다.

렉스플라본의 in vitro 실험 결과

얻어진 렉스플라본을 활용하여 갱년기 관련 실험과 골 

대사 관련 시험관 시험들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시험관 시험은 MG-63 osteoblast-like cell을 이용하

여 수행되었으며, 골대사와 갱년기 증상과 관련하여 항산

화, 항세포사멸 정도와 세포 보호 효과, osteoblast 세포

의 증식 효과 등의 개선을 확인하였고, RT-PCR과 

ELISA를 통해 파골 작용을 유발하는 IL-1b와 IL-6의 발

현 및 생성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골세포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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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n the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in all tested 
group. The values were measured at week-0 and week-4. 
The hormonal changes were analyzed after either the cessa-
tion or continuance of estrogen release. OVX-cont, ovariec-
tomized; OVX-SISO, OVX dosed with isoflavones from 
Sophorae Fructus; OVX-BIDO, OVX dosed with isoflavones 
from soybean; OVX-E2, OVX dosed with estradiol 17b; 
non-OVX, non-ovariectomized dosed with normal food.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Table 3. The summary of in vivo results for postmenopausal symptoms and bone metabolism
Biomarkers Results

Postmenopausal symptom
Blood glucose, total cholesterol, HDL, weight

FSH

Recover to normal

Recover to normal

Bone metabolism
ALP, Dpd, Ca

Trabecular bone

Recover to normal

Decrease

Choi et al. (13), Joo et al. (17), Shim et al. (19)

식을 유도하는 IGF-1과 TGF-b 역시 RT-PCR과 ELISA

를 통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2,15,16). 항염증 관련 실

험은 BV2 cell을 사용하였으며, NO 측정은 NO scav-

enging test로 하였고 iNOS는 RT-PCR법을 이용하였

다. NO와 iNOS는 모두 감소하여 항염증 작용도 확인하

였다(17).

렉스플라본의 in vivo 동물실험 결과

갱년기는 에스트로젠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FS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안면 홍

조를 유발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18), 난소가 적

출된 동물은 에스트로젠이 분비되지 않아 FSH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에 안면 홍조에 대한 좋은 동물 모

델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난소가 적출된 SD rat 암컷

을 이용한 동물 실험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Fig. 3과 

같다(17).

난소가 적출된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대사질환과 관련

된 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체중 등이 조사되었다(17). 

또한 정상 SD rat에서도 고지방 식이를 통해 고지혈증을 

유발하여 같은 실험이 진행되었다(13). 그리고 난소가 적

출된 SD rat에서 골대사 관련된 ALP, Dpd, Ca도 측정되

었다(19).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동물 모델 실험을 통해 렉스플라본은 대사질환과 관련

하여 혈당을 낮추고 총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어 주며, 

HDL-콜레스테롤을 높여 주어 정상 체중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갱년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비만도 억제함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안

면 홍조 동물 모델을 통해 안면 홍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였다. 갱년기 증상 중 대표적

인 질환인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렉스플라본의 독성시험 결과

독성시험은 GLP 인증기관인 바이오톡스텍에서 수행

되었다. SD rat과 beagle dog에서 동시에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이 수행되었다. Rat의 경우, 암수 모두를 대상으로 0

에서 2,000 mg/kg까지 어떠한 독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Beagle dog 또한 0에서 2,000 mg/kg까지 어떠한 독성

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섭취량 결정을 위해 SD rat

에서 0, 500, 1,000, 2,000 mg/kg으로 2주간 독성시험을 

수행하였을 때에도 어떠한 독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13주 반복 투여 독성시험이 0, 1,000, 1,500, 

2,000 mg/kg으로 수행되었다. 13주 후 별다른 이상 증후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NOAEL 값이 2,000 mg/kg으로 

결정되었다. 유전 독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염색체 이

상시험, 복귀 돌연변이 시험, 소핵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독성시험을 통해 

렉스플라본은 매우 안전한 천연물임이 확인되었다.

렉스플라본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인체적용시험은 전북대학교 임상시험센터와 차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3년 6개월간 진행되었다. 40~60세 여

성, BMI 30 미만, FSH 수치가 40 mLU/mL 이상, 에스트

로젠 수치가 30 pg/mL 이하, 자연 폐경인을 대상으로 주

평가 지표로 Kupperman idex(KI), 부평가 지표로 FSH, 

E2, TG, TC, LDL, HDL로 하여 12주간 66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6주 내에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은 자, 

수술에 의해 폐경인 자, 뇌혈관 질환자, 비정상적인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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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hange of total Kupperman Index (KI) score by 
treatment of rexflavone for 12 weeks. Data values represent 
as mean±SD. Of subjects correspond to over score of 20 
at baselin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exflavone and 
placebo groups (*P<0.05, **P<0.01) (t-test).

Table 4. The change of Kupperman Index from baseline during treatment of Rexflavone
Symptoms  Rexflavone (n=35)  Placebo (n=31) P-value

Hot flash
Parensthesia
Insomnia
Nervousness
Melancholia
Vertigo
Fatigue**

Arthralgia/Myalgia
Headache
Palpitation
Vaginal dryness
Total KI score*

 -5.14±3.30
 -2.06±1.78
 -1.49±2.08
 -1.20±1.47
 -0.57±0.74
 -0.40±0.60
 -1.00±0.97
 -0.37±0.88
 -0.40±0.88
 -1.31±0.87
 -0.97±0.79
-14.91±8.79

 -3.87±3.01
 -2.00±1.55
 -1.03±1.92
 -1.16±1.44
 -0.52±0.77
 -0.19±0.60
 -0.32±0.91
 -0.16±0.86
 -0.13±0.62
 -1.06±1.06
 -1.00±1.00
-11.45±6.62

0.0542
0.4453
0.1815
0.4573
0.3835
0.0848
0.0024
0.1654
0.0791
0.1486
0.4486
0.0392

Data values represent as mean±S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lacebo and Rexflavone groups (*P<0.05, **P<0.01) (t-test).

출혈이 있는 자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인체적용시험은 이중 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 시험으로 

수행되었다. 시험 결과는 Table 4와 같다(3). 총 KI 값의 

변화는 렉스플라본군(-14.91±8.79)이 대조군(-11.45± 

6.62)보다 유의적으로 감소(P<0.0392)하여 여성 갱년기 

건강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피로도 항목에서 

매우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여성 갱년기에 대한 인체적

용시험은 11개 항목의 설문조사로 진행되는데, 한국인의 

경우 11개 항목 중 평균적으로 3~5개 항목 정도만 해당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전체적인 KI 값이 유의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통계학적 관점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결과는 수많은 여성 갱년기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결과이다(20-23). 

그러나 초기 KI 값이 20 이하로 일부 증상이 약했던 

피험자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얻은 결과를 살펴보면 

Fig. 4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안면 홍조(P=0.0315), 

불면증(P=0.0416), 피로도(P=0.0023), 두통(P=0.0383)

의 경우 추가적으로 유의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다.

렉스플라본의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시험관 시험, 

동물 실험, 독성 실험 및 인체적용시험까지 완료되었다. 

이 결과로 갱년기 예방, 치료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어 여

성 갱년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 소재로 

인정을 받았다. 

최근 이소플라본 연구 결과

2000년 이전의 이소플라본 연구는 주로 갱년기 증상 

개선, 골다공증 개선, 유방암 발생 감소 효과 등에 집중되

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지속적인 갱년

기 증상 개선 효과 이외에도 정제된 이소플라본의 안전성

과 약물동태학적 연구(24), 간암 관련 연구(25), 전립선 

암 관련 연구(26), 에스트로젠 수용체 유전자의 poly-

morphism과 유방암 관련 연구(27), 위암 관련 실험(28), 

대사질환 관련 연구(29), 갱년기 여성의 피부 관련 연구 

(30), 질 위축 증상에 대한 이소플라본 겔 효과(31), 콩과 

red clover의 이소플라본이 유방암의 발생, 재발, 사망률

에 미치는 영향(14) 등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Bloedon 등(24)이 

수행한 정제된 이소플라본의 안정성과 약물동태학적 연

구 결과에서는 16 mg/kg의 genistein에서 어떠한 독성

도 보이지 않았으며, 약물동태학적 결과에서 12~24시간

의 간격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모두 배

출됨을 확인하였다. Sharp 등(25)은 일본에서 코호트 연

구와 케이스 연구를 통해 콩의 섭취가 간암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미소 된장국과 콩 

음식의 섭취가 간암의 발병 위험도를 낮추어 줌을 확인하

였다. Yan과 Spitznagel(26)은 기존에 보고된 15개의 논

문들을 토대로 콩 섭취와 전립선암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콩 음식의 종류와 양이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을 감

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hu 등(32)은 유방암 진단

을 받고 난 후 콩 음식의 섭취가 사망률과 재발율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여성 유방암 환자들의 콩 음식 

섭취가 유방암의 사망률과 재발율을 낮추어 준다는 결과

를 얻었다. Iwasaki 등(27)은 일본인, 브라질에 사는 일본

인, 브라질 사람을 대상으로 각각 에스트로젠 수용체 유

전자의 polymorphism과 유방암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



21여성 갱년기 개선 소재 렉스플라본(회화나무 열매 추출물)과 이소플라본의 새로운 발견
는데, 에스트로젠 수용체의 α-site와 β-site의 poly-

morphism이 유방암과 연관성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

고, 이소플라본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β-site에서의 

polymorphism이 이소플라본의 유방암 억제 효과와 연관

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유방암의 발생 빈도

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o 등(28)은 한국 내의 

다기관 암 코호트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혈중 대두 

이소플라본의 농도를 확인하여 고농도 그룹과 저농도 그

룹으로 나누어 위암 발생 관련 결과를 발표한 결과, 고농

도 이소플라본을 가진 그룹이 위암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춰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Squadrito 등(29)은 이중 맹검, 

위약 대조, 무작위 시험으로, 대사성 질환을 가진 갱년기 

여성의 대사 및 심혈관계 위험 인자에 대한 genistein 효

과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120명의 환자를 위약군과 54 

mg의 genistein 투약군으로 나누어 1년간 연구한 결과, 

genistein 투약군에서만 공복 혈당, 공복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visfatin, homo-

cysteine, 혈압은 감소하였고, HDL-콜레스테롤과 adi-

ponectin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약군 이상의 부작

용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genistein을 1년간 

섭취할 경우 대사 질환이 있는 갱년기 여성의 당뇨와 심

혈관 질환 관련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atriarca 등(30)은 genistein과 

estradiol이 갱년기 여성의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중 맹검, 위약 대조, 무작위 시험을 수행한 결과, 24주

간 피부에 직접 발랐을 경우 피부의 hyaluronic acid의 

농도가 증가됨을 확인하였고, estradiol이 훨씬 효과적임

을 보여주었다. Lima 등(31)은 이중 맹검, 위약대조, 무작

위 시험으로 질 위축증 환자에게 이소플라본 겔(4%)을 

사용케 했을 때 증상이 개선됨을 보여 주었다. Fritz 등

(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콩과 red clover의 이소플라

본의 섭취가 유방암의 발생률, 재발률, 사망률까지 낮추

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소플라본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소플라본은 골다공증과 여성 갱년기 건강에 매우 

유용한 효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방암, 전립선암, 위

암 및 간암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소플라본이 암

의 발생 위험 외에도 재발까지 낮추어 줄 수 있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이소플라본이 신체 건강에 매우 유용한 

물질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이소플라본의 유용성

을 입증한 연구 결과들은 시험관 시험이나 동물실험이 

아닌, 인체를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로부터 직

접 도출된 결론이기 때문에 이소플라본의 인체 유용성은 

그만큼 과학적이고 신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기능성 외에도 이소플라본의 다양한 기능성에 대한 

인체 대상 연구 결과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들 모두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

하는 것이 젊고 건강한 신체를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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