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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 mixture of

fenugreek seeds and Lespedeza cuneata extracts on testosterone

synthesis in TM3 cells that were oxidatively stressed with H2O2.

In order to oxidatively stress TM3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50 μM hydrogen peroxide for 4 hr in serum-free media.

Yagwanmun-horopa mixture (YHM) showed neither cytotoxicity

nor increment of cell proliferation in the oxidatively stressed TM3

cells in any concentration. When the cells were treated with

hydrogen peroxide, testosterone levels decreased, but the

testosterone level was returned to that of the control level in the

presence of YHM. In order to find out the reasons for the increase

of testosterone, the expression of the genes involved in the

synthesis or disintegration of testosterone. On the other hand, the

levels of 3β-HSD4 and 17, 20-desmorase, which are involved in

testosterone synthesis, were decreased through the use of

hydrogen peroxide and were recovered through YHM treatment.

Aromatase and 5α-reductase2, which convert testosterone to

estradiol and dihydrotestosterone, respectively, were increased

through the use of hydrogen peroxide, and were returned to

control level through YHM trea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YHM does not affect TM3 cell proliferation. However, YHM

increases the expression of testosterone-synthesizing enzyme,

which was decreased through oxidative stress, and decreases the

expression of testosterone- converting enzyme, which was

increased through oxidative stres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YHM has strong recovery activity on testosterone to normal level,

even in the oxidatively stressed TM3 cells which mimics the

andropause state.

Keywords Fenugreek seeds · Hydrogen peroxide · Lespedeza

cuneata · Testosterone

서 론

정소내 Leydig 세포는 남성형질 및 정소 내에서의 정자형성을

촉진하는 테스토스테론의 주요 근원지이다(Zhang 등, 2008). 연

령과 비례하여 Leydig 세포가 감소하면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나타나며(Luo 등, 1996; Wang 등, 2002), 테스토스테론이 감소

하면 정자형성과정이 비활성화되고 근육의 강도가 약해지게 된

다(Sattler 등, 2011; Travison 등, 2011). 남자의 노화에 테스토

스테론 감소가 아주 주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

상을 남성갱년기 증상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남성갱년기

란 남성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성적 본능, 활력

의 저하와 발기 장애, 근육량과 골밀도 감소, 수동적 태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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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증상들과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저하되어 있는 임

상적, 생화학적 증후군을 의미한다(Bhasin 등, 2006; 2010;

Nieschlag 등, 2006; Singh 2013). 남성갱년기에서 남성호르몬

부족을 보충하는 호르몬 보충요법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

어 왔으나, 이 방법의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Gruenewald와 Matsumoto 2003; Muller 등,

2003). 따라서 남성호르몬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천연물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호로파(Fenugreek Seeds)는 알칼로이드, 단백질, 지방 등 약

40여 가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Duru 등, 2013), 예로부터

방광과 신장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

성의 정력증진 및 몸 속의 혈당과 인슐린의 균형 유지와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Kassem 등,

2006; Aswar 등, 2010). 야관문(Lespedeza cuneata)은 콩과의

싸리 속에 속하는 식물로, 한방에서 양기부족, 조루증을 비롯하

여 기침, 천식 등에 활용되어 왔다. 특히 야관문이 산화질소-

cGMP계를 통한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이완작용이 있고, 토끼의

음경해면체 평활근에 대한 이완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심

혈관 질환과 발기부전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12; Park과 Kim, 2013).

랫드를 이용한 동물시험에서(Lee 등, 2015) 호로파와 야관문

추출복합물이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난 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테스토스테론의 증가에

관여하는 효소(3β-HSD4, 17,20-desmorase) 및 감소에 관여하는

효소(aromatase, 5α-Reductase2)의 발현에 실제로 호로파와 야

관문 추출혼합물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YHM 제조

호로파 추출물은 호로파 종자를 70 % 에탄올로 60~80 oC에서

3시간 동안 추출한 후 여과시켜 농축한 다음, 95 oC에서 1시간

동안 살균 후 분무건조기를 사용하여 분말로 제조하였다. 야관

문 추출물은 잎과 줄기를 사용하였으며 추출방법은 호로파 추

출물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호로파 및 야관문

추출혼합물 중 호로파와 야관문 추출분말이 8:2로 혼합한 것을

YHM이라 명명하였다.

세포배양 및 산화적 스트레스 유발

Mus musculus (mouse)의 Leydig cell인 TM3 cell은 한국세포

주은행(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10 % fetal bovine

serum 및 antibiotics (Gibco BRL, Life Technologies Co.,

New York, NY, USA)가 포함된 DMEM 배지(Gibco BRL,

Life Technologies Co.)에 3일에 한번씩 계대배양 하였다. 세포

는 5 % CO2가 유지되는 37 oC 배양기에서 배양하면서 사용하

였다.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후, 50 μM 과산화수소(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를 첨가한 serum free 배지에서

4시간 배양하는 방법으로 세포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키

고, 이후 시료가 농도 별로 포함된 배양배지에서 추가로 20시

간 배양한 뒤 세포 및 배지를 수거하여 사용하였다.

세포생존율 측정

96well에 7.5×103 cells/0.1 mL/well이 되도록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후, YHM이 농도별로 포함된 배양배지로 교환하여 24

시간 배양하였다.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서는

96well에 1×104 cells/0.1 mL/well로 분주하였다. CCK-8

(Dojindo, Kamimashiki-gun, Kumamoto, Japan) 10 μL을 첨가

하고 37 oC CO2 배양기에서 1시간 추가 배양한 후, ELISA

leader (PowerWave XS, BioTek, Winooski, VT, USA)를 이용

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용매대조군 대비 세포생

존률을 구하여 시험에 사용할 농도를 결정하였다.

Survival rate (%)=
 Absorbancesample−Absorbancesample blank

                  AbsorbanceVehicle−AbsorbanceVehicle blank

Testosterone, aromatase 및 5α-reductase2 측정

호로파 추출물 및 야관문 추출물의 최적의 혼합비율을 결정하

기 위해 96well에 7.5×103 cells/0.1 mL/well이 되도록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후 추출물 및 여러 가지 비율로 혼합한 추출

물이 포함된 배지로 교환하여 24시간 배양하고 배양배지를 수

거하여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측정하였다. 과산화수소 스트레스

를 준 세포에서의 최적 혼합비율 추출물(YHM)의 효능측정을

위해서는 6well에 3×105 cells/3 mL/well로 분주하고 24시간 후,

과산화수소가 50 μM 포함된 serum free 배지로 교환하였다. 4

시간 후 YHM이 농도별로 포함된 배양배지로 교환하여 20시간

배양하고 배양배지를 수거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테스토스테

론은 Enzo Life Sciences의 ELISA kit (Farmingdale, NY,

USA)를 aromatase와 5α-reductase2의 농도는 EIAab Science의

kit (Wuhan, Chin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Real-time PCR

60 mm dish에 6.0×105 cells/5 mL로 분주하고 24시간 후, 과산

화수소가 50 μM 포함된 serum free 배지로 교환하였다. 4시간

후 YHM이 농도별로 포함된 배양배지로 교환하여 20시간 배양

하였다. easy-BLUETM (iNtRON Biotechnology, Seongnam,

Korea)를 이용해 RNA를 추출하여 spectrophotometer (UV-

2450, SHIMADZU, Nakagyo-ku, Kyoto, Japan)로 흡광도를 측

정하여 정량하여 사용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유전자 및 primer

는 Table 1에 표시하였다. Total RNA 2 μg을 RevoScriptTM

Reverse Transcriptase premix kit (iNtRON Biotechnology)를

이용하여 총 부피 20 μL로 반응하여 cDNA로 합성하고, SYBG

Green supermix (Bio-Rad, Hercules, CA, USA) 5 μL, cDNA

1 μL, 각각의 프라이머(10 pmol/μL) 1 μL 그리고 2 μL 멸균증

류수를 섞어 Chromo 4TM Real-Time Detector (Bio-rad)로 다

음 조건으로 real time PCR을 수행하였다: 초기 변성은 95 oC

에서 30초, Annealing & Extension은 60 oC에서 30초 씩 40회

반복시켰다. 모든 반응은 housekeeping 유전자인 β-actin으로 보

정하고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지 않은 control을 기준으로 보정하

였다. 보정은 Vandesompele 등(2002)의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자료들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SPSS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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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

계해석을 실시하였다. One-way analysis of variation (ANOVA)

를 실시하여 유의성이 관찰되면 대조군과 유의차가 있는 시험

군을 확인하기 위해 Dunnett’s t-test를 실시하였다(유의수준 양

측 5 %).

결과 및 고찰

YHM 추출혼합물 비율의 결정

Leydig 세포인 TM3에서 호로파 및 야관문 추출물 처리 시 테

스토스테론 양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 최

대한의 테스토스테론 증가를 얻기 위한 상기 두 추출물의 혼합

비율을 5:5, 8:2 그리고 2:8로 다양하게 혼합하여 시험을 실시

하였다(Fig. 1). 시험에 사용한 각 시료들의 농도는 20 μg/mL로

통일하여 수행하였다. 호로파 또는 야관문 추출물 각각을 단독

으로 처리했을 때와, 호로파와 야관문 추출물을 비율별로 혼합

하여 처리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호로파와 야관문 추출물을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보다, 호로파와 야관문 추출물의 혼합비율

이 8:2인 경우 테스토스테론 양이 가장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8:2 혼합물을 YHM이

라 명하고 실험에 사용하였다.

YHM이 세포생존에 미치는 영향

YHM이 TM3 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시료

를 농도별로 처리한 후 용매대조군(vehicle) 대비 세포의 생존

률을 구하였다. YHM의 경우 20 μg/mL에서는 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40 μg/mL을 처리하였을 때 용매대조군 대비

88.7±13.3 %의 세포 생존률을 보이고 60, 80, 100 μg/mL 처리

하였을 때 각각 83.4±11.7, 80.2±14.5, 72.4±13.9 %의 세포 생

존률을 보였다(Fig. 2A).

산화적 스트레스가 가해진 TM3 세포생존에 시료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TM3 세포에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였다. 과

산화수소의 처리 농도는 별도의 농도 설정시험을 통해 50 μM

로 설정하였다(data not shown). TM3 세포에 50 μM 과산화수

소를 4시간 처리한 후, 시료를 농도 별로 넣어준 배지로 교환

하여 20시간 추가 배양하여 세포생존률을 측정하였다. 과산화

수소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 과산화수소만 4시간 처리한

군은 77.4±5.6 %의 세포생존률을 보였으며, 여기에 YHM 10,

20, 40 μg/mL을 추가로 처리하였을 때에도 과산화수소만 처리

한 군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세포생존률을 보였다(Fig. 2B). 따

라서 YHM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은 TM3 세포의 증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YHM이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미치는 영향

남성의 Leydig 세포는 중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해로운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점차 손상되어 간다. 이로 인해 나이가 먹

어감에 따라 생리적 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테스

토스테론의 양도 점차 감소하여 남성갱년기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TM3 세포에 과산화수소를 처리함으로써

(Noh 등, 2012) 남성에서 나타나는 남성갱년기(andropause) 현

상을 유사하게 만들어 이의 개선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남

성갱년기에 대한 모델연구에서 남성갱년기의 원인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

구에서 in vitro의 경우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산화적 스트레스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왔다.

Tsai 등(2003)에 따르면 랫드의 leydig 세포에 과산화수소를

처리하면 테스토스테론의 방출이 감소하며, 이러한 결과는 과산

화수소 처리시 세포내에서 P450scc와 StAR 단백질 발현이 억

제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두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을

pregnenolone으로 전환하며, pregnenolone은 progesterone,

androstenedione, androstenediol로의 변환 단계를 거쳐, 종래에는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남성갱년

기 in vitro 모델의 경우, 과산화수소를 처리한 세포를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Tsai 등 2003; Chang 등, 2008; Kim 등,

2012; Noh 등, 2012; Kim 등, 2015a; Kim 등 2015b).

TM3 세포에 4시간동안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

레스를 준 경우, 테스토스테론의 양은 33.3±3.8 pg/mL으로, 과

산화수소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의 44.4±3.1 pg/mL에 비해 25

% 감소하였다. YHM 10 μg/mL을 추가로 처리하면 테스토스테

론의 양은 30.0±2.1 pg/mL으로 과산화수소만 처리한 군과 차이

Table 1 Primers used for Real-time PCR analysis

Gene Accession No. Forward (5'→3') Reverse (5'→3')

3β-HSD4 L16919.1 GTGATATGAAGAGGGAGAGGAC AAGACAAGTTGGACAGAGTGT

17,20-Desmorase NM_007809.3 ACGCTCATCTTCAAGTCAGTAAT GGTCTGTATGGTAGTCAGTATCG

Aromatase NM_007810.3 ACAATAAGATGTATGGAGAGTTCA GCTTGAGGACTTGCTGATAA

5α-Reductase2 NM_053188.2 GCAAGCCTATTACCTGGTT AGAAGACACCGACGCTAA

β-Actin NM_007393.5 AATCGTGCGTGACATCAA GCTCGTTGCCAATAGTGA

Fig. 1 Effect of Fenugreek seeds, Lespedeza cuneate on testosterone level

in TM3 cell. The values are mean ± SD, n=3. FS: Fenugreek seeds, LS:

Lespedeza cuneate. Significant difference from vehicle group by

Dunnet’s t-test: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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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으나, YHM을 20, 40 μg/mL으로 농도를 높여 처리하면

46.69±3.6, 51.85±2.5 pg/mL으로 높아져 control 세포에서의 양

과 비슷하거나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이러한 결과

는 TM3 세포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감소된 테스토스테

론을 YHM이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남성갱년기 모델 세포에서 YHM이 저하된 테스

토스테론 양의 회복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YHM이 테스토스테론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 감소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YHM 처

리 시 다시 정상상태로 회복되는 결과(Fig. 3)에 관여하는 효소

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real-time PCR로 확인하였다. Pregenenolone과 andro-

stenediol을 progesterone과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시키는 3β-

HSD4는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였을 때 control에 비해 46 %가 감

소하였다. 반면 3β-HSD4의 발현은 YHM을 20 μg/mL 처리하

였을 때 control 수준으로 회복되고 40 μg/mL을 처리하면

control에 비해 1.9배까지 증가하였다(Fig. 4A). 또한 17-OH

progesterone를 dehydroepiandrosterone (DHEA)과 androstenediol

로 변환시키는 17,20-desmorase의 경우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였

을 때 control에 비해 30 % 감소하였는데, YHM을 20 μg/mL

처리하면 control 수준으로 회복되고 40 μg/mL을 처리하면

control에 비해 1.7배까지 증가하였다(Fig. 4B).

이러한 결과는 Fig. 3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감소되었

던 테스토스테론이 YHM 처리 시 다시 증가하여 정상수준 이

상으로 회복된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즉 산화적 스트레

스로 인해 발현이 감소되었던 테스토스테론 합성 유전자들이

YHM에 의해 그 발현이 다시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YHM이 테스토스테론 분해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은 TM3 세포에서 감소된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YHM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하나로, 테스토

스테론을 다른 물질로 전환시켜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감소시키

는 효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스토스테

론과 androstenedione를 estradiol로 분해하는 aromatase와

testosterone을 dihydrotestosterone (DHT)로 전환시키는 5α-

reductase2의 발현을 조사하였다. aromatase 유전자의 발현은 과

산화수소를 처리하였을 때 control 보다 2.8배 증가되는데,

YHM을 10, 20, 40 μg/mL을 처리하면 과산화수소만 처리하였

을 때보다 76.5, 77.1, 79.0 % 감소하였다. 또한 control에 비해

서는 각각 33.7, 35.3, 40.6 % 감소하였다(Fig. 5A). 또한

aromatase 효소의 양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주었을 경우 549.5±

56.0 pg/mL로 control의 295.4±76.8 pg/mL 보다 약 1.9배 증가

하였다. 하지만 YHM 처리군에서는 과산화수소에 의해 증가된

aromatase의 양이 control 수준으로 감소하였다(Fig. 5C).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전환시키는 5α-Reductase2의 경우,

과산화수소에 의해 mRNA의 발현이 control에 비해 2.7배 증가

한 반면 YHM을 10, 20, 40 μg/mL 처리하였을 때는 과산화수

소만 처리하였을 때보다 각각 46.2, 60.6 그리고 68.9 % 감소하

였으며, 20, 40 μg/mL 처리 시의 값은 control 수준으로 회복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B). 또한 5α-Reductase2 효소의 양은

Fig. 2 Effect of YHM on cell viability in TM3 cells. (A) TM3 cells were treated with YHM(20, 40, 60, 80, 100 μg/mL) and (B) TM3 cell were treated

with hydrogen peroxide (50 μM) for 4 hours, and replaced with vehicle or medium containing the YHM was incubated for 20 hours. The values are

mean ± SD, n=3,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vehicle group by Dunnet’s t-test: *p <0.05, **p <0.01. (B) Significant difference from hydrogen

peroxide only group by Dunnet’s t-test: **p <0.01

Fig. 3 Effect of YHM on testosterone level in hydrogen peroxide treated

TM3 cell. The values are mean ± SD, n=3. Significant difference from

hydrogen peroxide only group by Dunnet’s t-test: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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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를 처리하였을 때 352.9±24.4 pg/mL로 control의

129.0±17.5 pg/mL에 비해 2.7배로 증가하였고, YHM을 10, 20,

40 μg/mL 처리하였을 때는 각각 280.0±43.7, 207.9±46.6, 60.4

±21.0 pg/mL로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40 μg/mL

처리하였을 때는 control 보다 약 50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Fig. 5D).

이러한 결과는 Fig. 3에서 본 것처럼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

이 감소된 테스토스테론 합성관련 유전자를 YHM이 원상태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YHM은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이 증가

된 테스토스테론 전환관련 유전자를 원상태로 다시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여 양적으로 이상이 생긴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원상

태로 되돌리는 탁월한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YHM을 4주간 투여한 동물실험의 경우(Lee 등, 2015)

대조군에 비해 약 30 % 정도 혈중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상기의 논문에서는 YHM에 의한 혈중 테스토스

테론 증가의 원인으로 호로파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

려진 생리활성 성분인 diosgenin이 체내에서 DHEA로 전환되어

테스토스테론의 전구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Murakami

등, 2000; Taylor 등, 2000; Sato와 Fujita 2014)에 기인한다고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YHM이 테스토스테론

의 합성과 전환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요인으

로 보인다. 이 결과는 YHM 투여가 생체 내에서도 감소된 테

스토스테론의 분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남성갱년기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Effect of YHM on expression of testosterone synthesis genes in hydrogen peroxide treated TM3 cell. (A) 3β-HSD4 (B) 17, 20-desmorase. The

values are mean ± SD, n=3. Significant difference from hydrogen peroxide only group by Dunnet’s t-test: *p <0.05, **p <0.01

Fig. 5 Effect of YHM on expression of testosterone degradation genes and enzyme in hydrogen peroxide treated TM3 cell. (A, C) mRNA and protein

level of aromatase, respectively. (B, D) mRNA and protein level of 5α-reductase2, respectively. The values are mean ± SD, n=3. Significant difference

from hydrogen peroxide only group by Dunnet’s t-test: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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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야관문과 호로파 복합추출물인 YHM이 과산화수소

(H2O2)로 산화적스트레스를 가한 TM3 세포의 테스토스테론 발

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세포독성 시험을

수행하여 YHM의 경우 40 μg/mL을 최고 농도로 중농도 20 μg/

mL, 저농도 10 μg/mL 처리군을 설정하였고, TM3 세포에 산화

적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는, serum free 배지에 50 μM의 과

산화수소를 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가 가해진

TM3 세포에 YHM 시료를 처리하여 세포 생존률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였을 때 모든 농도 처리군에서 세포증식이나 독성

이 없었다. 테스토스테론은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였을 때 감소하

였다가 YHM 시료를 처리하였을 때 control 수준으로 회복되거

나, control 보다 더 증가하였다. 또한 시료에 의한 테스토스테

론 양의 증가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토스테론 합성 및 분

해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발현량을 ELISA와 Real-time PCR을

통해 알아보았다.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관여하는 3β-HSD4와

17,20-desmorase는 과산화수소 처리 시 감소하였다가, YHM을

처리하였을 때는 control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테스토스테론을

estradiol 및 dihydrotestosterone로 변환시키는 aromatase와 5α-

reductase2는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였을 때 증가하였다가 YHM

시료를 처리하면 control 수준이나 그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 결

과들로 보았을 때 YHM 시료는 TM3 세포의 증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하지만,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감소된 테스토스테

론 합성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증가되는 테스토스

테론 분해 효소의 발현은 감소시켜, 결국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

해 저하된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회복시키거나 증가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과산화수소 · 테스토스테론 · Fenugreek seeds · 

Lespedeza cune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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