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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나물 추출물이 남성갱년기 증상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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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peanut sprout extract (PSE) on andropause symptoms. PSE was evaluated 
for impotency and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via phosphodiesterase (PDE) or 5-alpha reductase Ⅱ inhibition assay. 
Inhibition of PDE and 5-alpha reductase Ⅱ activities in PS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non-treated 
control.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estosterone levels by PSE, we performed cell media test using TM3 cells. 
Production of testosterone in TM3 cells was elevated by PS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SE was able to alleviate 
andropaus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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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남성갱년기는 노화 과정에서 보이는 신체기능의 감소로 

남성의 40대 중후반 이후로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갱년기 

증상의 원인은 주로 남성호르몬의 감소이며 남성들의 노화

에 따른 신체적, 생리적 변화들과 환경 및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다(1,2). 노화로 인한 증상들은 생식능력, 성욕, 성기능 등

의 감소,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장애 등이 있으며 그중 남성

갱년기와 관련된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성기능 

장애 증상과 같은 남성호르몬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2,3). 

남성갱년기는 여성과는 달리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호르몬

이 감소하며 일정 수준의 호르몬을 분비 및 유지하기 때문에 

여성 갱년기처럼 증상이 뚜렷하거나 모든 사람에서 나타나

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남성갱년기를 partial androgen 

deficiency in aging male(PADAM)이라고 부른다(4).

남성갱년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 중 전립선 비대증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은 남성의 요도를 둘

러싸고 있는 전립선이 내분비계의 장애에 의해 비대해지면

서 요도를 압박하여 빈뇨, 잔뇨감, 절박뇨, 지연뇨 등의 불편

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일상 활동에 방해가 된다(5).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과정은 testosterone이 혈액 속에서 

전립선 조직으로 유입되고 5-alpha reductase의 작용으로 

dihydrotestosterone(DHT)으로 전환되어 이것이 전립선 

세포 내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전립선이 커짐과 동시에 증식

된다고 알려져 있다(6). 또한, 전립선의 염증이 BPH를 유발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7). 전립선 염증에 대한 보고로는 전립

선 비대 환자 조직에서 tumor necrosis factor(TNF)-α, 염

증성 사이토카인 및 nuclear factor(NF)-κB가 활성화된다

는 연구(8), 전립선 비대증 유발 동물에서 염증 인자인 TNF- 

α, interleukin(IL)-1β, IL-6, cyclooxygenase-2(COX- 

2) 및 NF-κB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가 있다(9). 전립선 비

대증의 치료제로 잘 알려진 finasteride, dutasteride는 현

재 약물 치료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발기부전, 

성욕감소 및 사정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

타나(10)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천연물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남성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인 성기능 장애는 성욕감퇴, 

발기기능 장애 및 조루증 등을 포함한 성생활과 관련된 모든 

장애를 말하며 이러한 증상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고

지혈증 및 비만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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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ng condition for the analysis of resveratrol
Item Condition

Instrument 
Detecter
Column 

Column temperature
Injection volume
Flow rate 
Run time

Agilent Technologies Infinity 1260
UV DAD detector (308 nm)
Poroshell 120 EC-C18 
  (4.6×50 mm, 2.7 μm)
45°C 
5 μL
1.0 mL/min
20 min

Mobile phase 

A: H2O in 0.1% acetic acid 
B: Methanol

min A (%) B (%)
0

10
10.5
15

15.5
20

85
40
0
0

85
85

15
60
100
100
15
15

12).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의 부작용으로도 나타나는 발기

기능 장애는 음경발기 검사를 시행하여 판단하는데 음경의 

발기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및 평활근 등의 상호작용으

로 인해 발생한다. 상호작용의 시작인 산화질소(nitric ox-

ide, NO)는 평활근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와 음경해면체에

서 방출되어 guanylate cyclase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활성

화된 guanylate cyclase가 평활근세포 내의 삼인산 구아노

신(GTP)이 환식 일산 구아노신(cGMP)으로 전환되고 cGMP

는 Ca++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 평활근세포를 이완시키는데 

이 이완된 평활근세포의 현상을 발기라 부른다. 발기를 발생 

및 지속시키는 과정에서 cGMP는 phosphodiesterase(PDE)

에 의해 분해되므로 그 활성이 억제되어야 cGMP의 농도가 

증가되어 발기능이 향상된다(13). 발기부전 증상을 극복하

기 위한 약물로는 finasterid, sidenafil이 대표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나 이는 소화불량, 두통, 심장마비 유발과 같은 부

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14,15) 천연물을 이용한 치

료제가 개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땅콩은 콩과에 속하는 일년생의 초본식물로 우리나라에

서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16). 땅콩의 대표적인 기능

성 물질로는 항산화, 신경세포 보호 효과, 유방암 세포 성장 

억제능, 항비만 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resveratrol(17)

이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미백 효능이 있는 지방산 

성분들도 함유되어 있다(18). 한편 땅콩은 새싹채소인 땅콩

나물로 성장하면서 resveratrol 성분 증가 및 항산화 효과 

증가(19), 영양성분 증가(20)에 대해 보고되는 등 가공법 

및 추출법을 달리하여 땅콩 및 땅콩나물의 기능성을 증진하

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땅콩나물에 대해 여러 가지 생리활성 기능이 

보고되고 있으나 땅콩나물의 중요한 기능성 물질인 re-

sveratrol이 효능을 나타내는 전립선 비대 억제에 대한 연구

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또한, 땅콩나물의 높은 항산화 활성

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 개선에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땅콩나물 추출물을 대상으로 남성갱

년기 관련 증상인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PDE 저해 효과, 5-alpha 

reductase 저해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LNCaP 세포에서 

전립선 비대증 유전자 발현, RAW264.7 세포에서의 NO 함

량 및 TM3 세포에서 testosterone 함량을 확인하여 땅콩나

물이 어떤 형태로 전립선 비대와 발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추출물의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땅콩(Arachis hypogaea L.)은 항온

기 안에서 실온으로 7일 동안 발아시켜 건조된 땅콩나물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땅콩나물의 추출물은 땅콩

나물 시료에 약 20배수의 증류수를 가하여 90°C에서 6시간 

동안(COSMOS-660, Kyungseo Mashibe Co., Incheon, 

Korea) 추출하였다. 추출한 용액은 65°C까지 냉각한 다음 

부직포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여액을 58°C에서 감압 농축한 

후 동결건조기(Ilshin Lab, Seoul, Korea)를 이용하여 건조 

후 분말의 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70°C에 냉동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Resveratrol 함량 분석

Resveratrol 함량 분석은 땅콩나물 추출물 8.3 g에 아세

토니트릴 10 mL를 첨가한 후 초음파 진탕기로 15분간 추출

하여 얻은 추출액에 QuEChERS extract kit(Agilent, Ri-

chardson, TX, USA) 6.5 g을 넣고 혼합하였다. 1,510×g에

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여과한 후 분석액으로 하

여 HPLC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은 Table 1과 같은 조건

으로 분석하였다. 표준물질인 resveratrol(순도: 99.8% 이

상)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

하였고 10 mg을 취하여 메탄올 50 mL로 용해하여 저장용

액으로 사용하였다. 

시약

세포배양에 사용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

dium(DMEM), fetal bovine serum(FBS), trypsin-EDTA,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및 antibiotics는 Gibco 

BRL(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XTT- 

phenazine methosulfate(PMS)는 Sigma-Aldrich Co.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estosterone EIA kit, Cyclic 

Nucleotide Phosphodiesterase assay kit은 Enzo Life 

Sciences(Lausen, Switzerland)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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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

본 실험에 이용한 TM3 세포는 leydig cell로 한국세포주

은행(KCLB NO. 21714,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RAW264.7 세포는 macrophage cell로 한국세포주은행

(KCLB NO. 40071)에서 구입하였다. TM3 및 RAW264.7 

세포 배양은 10% FBS와 0.5%(V/V)의 antibiotics(100 U/ 

mL of penicillin A and 100 U/mL of streptomycin)를 첨

가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C, 5% CO2, 95% humid 

air로 조절된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PDE 저해 효과 측정

PDE 저해 효과는 cyclic nucleotide phosphodiesterase 

assay ki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5-cGMP를 기질(20 

μL)로 하여 PDE(4 mU/μL) 5 μL와 땅콩나물 추출물 10 μL

를 첨가하여 반응시킨 다음 5-nucleotidase 10 μL로 처리

하고 혼합하였다. BIOMOL GREEN reagent 100 μL를 처

리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6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GMP는 표준곡선을 사용하여 PDE inhibi-

tion(%)으로 나타내었다. 

5-Alpha reductase Ⅱ 활성 측정

5-Alpha reductase Ⅱ(5AR2) 활성 측정은 human 3- 

oxo-5-alpha-steroid 4 dehydrogenase 2 ELISA kit 

(Cusabio, Biotech Co., Ltd., Hubei, Chin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ale Sprague Dawley rat(350~400 g)의 전

립선을 적출한 후 생리식염수로 1회 세척하고 4배의 phos-

phate buffer(pH 7.4, Life Technologies, New York, NY, 

USA)를 넣어 균질화하였다. 전립선의 균질화는 VibraCell 

(Sonics & Materials Inc., Danbury, CT, USA)로 실시하였

다. 균질액은 4°C, 2,450×g에서 5분간 원심분리(Micro 17 

TR, Hanil, Seoul, Korea) 하여 상등액만을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단백질량은 Bradford assay를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상등액 200 μg, 땅콩나물 추출물, testosterone 

(TCI, Tokyo Chemical Industry Co., Ltd., Tokyo, Japan)

을 2 nM 처리하여 1시간 동안 37°C incubator에서 반응시

켰다. 반응액은 ELISA kit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시행 후 

4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독성

TM3 및 RAW264.7 세포에 대한 땅콩나물 추출물의 세포 

독성은 XTT assay(21)로 측정하였다. TM3 세포는 48 well 

plate에 5×104 cell/mL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추출물을 0~400 μg/mL 농도로 2일 동안 

처리하였다. RAW264.7 세포는 48 well plate에 5×104 

cell/mL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

고 추출물을 0~400 μg/mL 농도로 4일 동안 처리하였다. 

TM3 및 RAW264.7 세포는 추출물 처리 후 배지를 제거 

및 PBS로 세척하고 XTT-PMS 용액(1 mg XTT-10 μg 

PMS/mL) 250 μL를 첨가하여 37°C에서 2시간 배양한 다음 

생성된 formazan을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AW264.7 세포에서 염증 유전자 발현 측정은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RAW264.7 세포는 1× 

104 cells/well에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

고 0.5 μg/mL lipopolysaccharide(LPS)와 추출물(추출물 

처리 농도 12.5, 25, 50 μg/mL)이 함유된 배양액을 분주하

고 4일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액 제거 후 각 dish에 1 mL의 

PBS 용액을 넣어 세척하고 TRIzol reagent(Invitrogen, 

Carlsbad, CA, USA) 0.2 mL를 넣어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1 μg의 RNA에 reverse transcriptase master mix 

kit(Qiagen, Valencia, CA, USA)을 혼합하여 42°C에서 50

분, 70°C에서 15분씩 반응시켜 cDNA를 제조하였다. 제조

한 cDNA 100 ng에 Rotor-Gene SYBR Green PCR kit 

(Qiagen)을 이용하여 염증 관련 유전자인 IL-1β, COX-2, 

IL-6 및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를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기기로 확인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pri-

mer의 sequence는 IL-1β(S-5'TTCGACACATGGGATA 

ACGA-3'AS-5'TCTTTCAACACGCAGGACAG-3'), 

COX-2(S-5'TGCTGTGGAGCTGTATCCTG-3'AS-5'CG

GGAAGAACTTGCATTGAT-3), IL-6(S-5'TACCCCCA 

GGAGAAGATTCC-3'AS-5'TTTTCTGCCAGTGCCTCT 

TT-3), iNOS(S-5'CTCACTGGGACTGCACAGAA-3'AS- 

5'GCTTGTCTCTGGGTCCTCTG-3)와 같다.

NO 함량 및 측정

RAW264.7 세포를 48 wells plate에 1×104 cells/well

의 세포를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

고 0.5 μg/mL LPS와 추출물이 함유된 배양액을 분주하고 

3일 동안 배양하였다. NO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배양액 

50 μL와 Griess reagent[1% sulfanilamide in 5% phos-

phoric acid and 0.1% N-(1-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in water] 50 μL를 반응시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O 함량은 NaNO2 표준곡선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TM3 세포에서 세포보호능 및 testosterone 함량 측정

TM3 세포보호능 측정(21)은 과산화수소로 TM3 세포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주어 추출물의 보호 효과를 측정하였다. 

TM3 세포는 48 wells plate에 1×105 cells/well의 세포를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추출물이 

용해된 serum이 3% 함유된 배지 0.5 mL를 분주하고 24시

간 배양하였다. 배양액 제거 후 0.3 mM의 과산화수소와 추

출물 및 resveratrol이 함유된 배양액을 분주하고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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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PLC chromatograms of peanut sprout (Arachis hypo-
gaea L.) extract. Standard: standard of resveratrol, PSE: peanut 
sprout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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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sphodiesterase (PDE) inhibition of peanut sprout (A.
hypogaea L.) extract. PSE: water extract of peanut sprout (A.
hypogaea L.) extract, R: resveratrol 23 ng/mL. Data are pre-
sented as the mean±SD.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 dif-
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였다. 각 well에 0.125 mL의 

XTT-PMS 용액(1 mg XTT and 10 g PMS/mL of MEM 

without phenol red)을 첨가하고 2시간 동안 반응 후 생성

된 formazan을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5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M3 세포 내 testosterone 함량은 TM3 세포 배양액으로 

측정하였다. TM3 세포는 48 wells plate에 1×105 cells/ 

well의 세포를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

거하고 추출물 및 resveratrol이 용해된 배지 0.5 mL를 분

주하고 3일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배지는 assay 

kit을 사용하여 testosterone 함량을 측정하였다. 배지 100 

μL를 goat anti-mouse IgG microtiter plate에 옮긴 다음 

testosterone EIA antibody 50 μL를 첨가하여 1시간 배양

하고 conjugate 50 μL를 첨가하여 1시간 동안 배양한 후 

washing solution으로 세척하였다. 각각에 pNpp substrate 

solution 200 μL를 첨가하여 1시간 동안 반응한 후 stop 

solution 50 μL를 넣어 반응을 중지시키고 405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여 testosterone 표준 곡선을 이용하여 함량

을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 결과는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

tion, SD)로 나타내었으며 실험군 간 결과 비교 및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한 후 P<0.05 수준에서 유의성 여부

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땅콩나물 추출물의 resveratrol 함량

땅콩나물을 열수로 추출하였을 때 얻어지는 분말의 수율

은 약 32.6%이며 땅콩나물 추출물 분말에는 resveratrol이 

7.16 μg/g으로 확인되었다(Fig. 1). Kang 등(20)에 의하면 

땅콩의 품종별 resveratrol 함량은 1.1~1.4 μg/g으로 함유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땅콩나물 추출물

은 땅콩을 일정 기간 발아시킨 땅콩나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resveratrol 함량이 발아과정에서 증가하여 땅콩보다 높은 

함량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땅콩나물 추출물의 PDE 활성 억제 효과

음경이 발기할 때 cGMP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

는데 이것은 PDE에 의해 분해된다. 따라서 PDE의 활성을 

억제하여 cGMP의 농도가 증가해야 발기능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13,14). 이에 땅콩나물 추출물의 PDE 억제능

을 측정하였으며 positive control로 resveratrol을 사용하

여 활성을 비교해 보았다. 땅콩나물 추출물을 각각 1.5, 3, 

6, 12.5, 25 μg/mL 처리하였을 때 PDE의 저해율이 4.1%, 

12.8%, 30.3%, 71.1%, 124.8%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

였다(Fig. 2). PDE 활성을 50% 저해하는 땅콩나물 추출물

의 inhibition concentration(IC50) 값은 9.3 μg/mL 농도로 

확인되었으며 resveratrol의 IC50 값은 23 ng/mL로 확인되

었다. 이런 결과는 resveratrol이 PDE의 활성을 억제시켜 

NO의 방출 증가 및 cGMP를 활성화시켜 발기능을 증가시킨

다는 Fukuhara 등(2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땅콩

나물 추출물에 포함된 resveratrol 물질의 PDE 억제능 효

과 때문에 땅콩나물의 PDE 억제능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

된다.

TM3 세포에서 세포보호능 및 testosterone 함량

땅콩나물 추출물이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효과와 

testosterone 생산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M3 세포에서 과산화수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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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xicity (A), protective effect of peanut sprout (A. hypo-
gaea L.) extract against H2O2 (B), and testosterone levels (C) 
in TM3 cells. (B) Control: normal control, HO: 0.3 mM H2O2, 
PSE+HO: water extract of peanut sprout (A. hypogaea L.) ex-
tract+0.3 mM H2O2, R+HO: resveratrol 50 ng/mL+0.3 mM H2O2.
(C) Control: normal control, PSE: water extract of peanut sprout 
(A. hypogaea L.) extract, R: resveratrol 50 ng/mL. Data are pre-
sented as the mean±SD. *P<0.05 compared to the 0 μg/mL group 
(A).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세포보호능과 testosterone 함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였다. TM3 세포에서 땅콩나물 추출물의 세포 독성을 

확인한 결과(Fig. 3A) 200 μg/mL 농도부터 독성을 보여 독

성을 보이지 않는 농도인 100 μg/mL 이하로 시험을 시행하

였다. TM3 세포에 0.3 mM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시킨 후 땅콩나물 추출물의 세포보호능을 

측정하였다(Fig. 3B). 땅콩나물 추출물의 처리 농도는 5, 

10, 25, 50 μg/mL로 처리하였으며 resveratrol은 50 ng/ 

mL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과산화수소만 처리한 군은 무처

리군(100%)보다 세포생존율(55%)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다. 반면 땅콩나물 추출물 5 μg/mL(76%), 10 μg/mL(82%), 

25 μg/mL(87%), 50 μg/mL(88%) 처리군에서는 과산화수

소만 처리한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세포보호능을 나타

내었다. 또한, 5, 10, 25 μg/mL 처리군에서는 과산화수소만 

처리한 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보호능을 유의적으

로 증가시켰으며 resveratrol 50 ng/mL 처리군과 유사한 

세포보호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M3 세포 내 testosterone 함량은 TM3 세포에 땅콩나

물 추출물을 5, 10, 25, 50 μg/mL 농도 및 resveratrol 50 

ng/mL 농도로 처리하고 3일 동안 배양시킨 후 세포에서 배

양액에 분비된 testosterone 함량을 측정하였다(Fig. 3C). 

그 결과 배양액만 처리한 무처리군에서 testosterone 함량

은 90 pg/mL인 반면에 땅콩나물 추출물 5 μg/mL(138 pg/ 

mL), 10 μg/mL(328 pg/mL), 25 μg/mL(376 pg/mL), 50 

μg/mL(474 pg/mL) 처리군에서는 무처리군에 비해 유의적

으로 testosterone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모든 농도 처리군

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testosterone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 또한, 25 μg/mL(376 pg/mL) 처리군에서는 re-

sveratrol 50 ng/mL(361 pg/mL) 처리군과 유사한 testos-

terone 함량을 보였다.

TM3 세포는 고환의 간질에서 콜레스테롤을 testoster-

one으로 합성하는 세포로 활성산소의 자극에 의해 testos-

terone 감소 및 세포생존율이 감소한다. 이런 testosterone 

및 세포생존율 감소는 발기능 저하로 이어진다(23,24). 땅

콩나물 추출물 및 resveratrol은 과산화수소에 의한 TM3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 세포 내 호르몬의 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포 내 testosterone 함량을 증가시키

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이런 결과는 산화적 스트레

스로 유도된 세포 손상 및 testosterone 수치 감소가 추출물 

처리 시에 개선(21,24)되었으며 추출물 및 resveratrol이 

고환 내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시켜 세포 내 호르몬 

합성이 증가된다(25)는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땅콩나물 

추출물에 포함된 resveratrol 물질이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

스를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finasteride를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과 testosterone 함량 감

소로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땅콩나물 추출물의 5AR2 저해 효과

5AR2는 주로 전립선에 분포하여 활성을 보이며 정상적

인 전립선에서도 분포하고 있으나 전립선 비대의 경우 비대

해진 부위에서 과발현을 보이며 남성호르몬인 testoster-

one을 활성형 DHT로 전환시켜 전립선 비대를 유발한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시키는 효소인 

5AR2 억제능을 측정하여 땅콩나물 추출물의 전립선 비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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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효능을 평가하였다. 

땅콩나물 추출물의 5AR2 저해 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땅콩나물 추출물을 각각 300, 450, 

600 μg/mL 처리하였을 때의 저해율이 3%, 35%, 82%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450 μg/mL 처리하였을 

때는 positive control인 finasteride 3 μg/mL(33%)와 유의

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저해율을 보였다. 여러 연구에서 전립

선 비대 유발 유전자인 5AR2의 발현을 억제하여 testos-

terone이 DHT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여 전립선 비대 억제

능 효과가 나타났으며 세포 내 반응성 산소종(reactive ox-

ygen species)과 염증 인자를 억제하여 전립선 비대 억제능 

효과가 증가하였다고 보고(26,27)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땅

콩나물 추출물은 5A2를 저해하였기 때문에 testosterone

이 DHT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여 전립선 비대 억제능을 

나타냈다고 판단된다. 또한, 땅콩나물 추출물에서 전립선 비

대증과 염증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항염증능을 확인하

였다.

항염증 효과

전립선 비대 시에 COX-2, TGF-α, IL 등의 염증성 사이

토카인이 증가(28,29)한다고 알려져 있다. RAW264.7 세포

는 염증 반응 시에 NO, TNF-α 및 IL-1β 등의 염증성 사이

토카인을 분비한다. TNF-α 및 IL-1β와 같은 염증성 사이

토카인이 inducible NOS(iNOS)를 지속해서 다량 생성시키

고 이렇게 생성된 iNOS로 인해 세포 내에서 NO가 합성(30)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W264.7 세포에서 LPS로 

염증반응을 유도한 후 땅콩나물 추출물을 처리하여 땅콩나

물 추출물의 NO 생성 억제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NO 생성

과 염증 매개물질 및 전립선 비대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RAW264.7 세포에서 LPS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시킨 후 

땅콩나물 추출물이 염증유전자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였다. 

RAW264.7 세포에서 땅콩나물 추출물의 세포 독성을 시

행한 결과(Fig. 5A) 100 μg/mL 농도부터 독성을 보여 독성

을 보이지 않는 농도인 50 μg/mL 이하로 시험을 시행하였

다. NO 생성 억제능을 측정하기 위해 땅콩나물 추출물의 

농도는 12.5, 25, 50 μg/mL로 처리하였으며 resveratrol은 

20 ng/mL로 처리하였다. 실험 결과(Fig. 5B) LPS만 처리한 

군(NO 함량 35 μg/mL)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control

군(NO 함량 12 μg/mL)에 비하여 NO 함량이 약 3배 증가하

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반면 땅콩나물 추출물 25 μg/ 

mL(NO 함량 28 μg/mL), 50 μg/mL(NO 함량 25 μg/mL) 

처리군에서는 LPS만 처리한 군에 비해 NO 생성을 유의적

으로 억제시켰으며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을 억제하였

다. 땅콩나물 추출물 50 μg/mL(NO 함량 25 μg/mL) 처리군

은 positive control인 resveratrol 20 ng/mL(NO 함량 24 

μg/mL) 처리군과 유의적인 차이 없이 NO 생성을 억제하였

다. 따라서 NO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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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peanut sprout (A. hypogaea L.) extract on expression of IL-1β, COX-2, IL-6, and iNOS mRNA (B) in RAW264.7 
cells. Control: normal control, LPS: lipopolysaccharide 0.5 μg/mL, PSE: water extract of peanut sprout (A. hypogaea L.) extract 
50 μg/mL+lipopolysaccharide 0.5 μg/mL, R: resveratrol 20 ng/mL+lipopolysaccharide 0.5 μg/mL.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땅콩나물 추출물이 항염증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

땅콩나물 추출물이 RAW264.7 세포에서 염증 유발 관련 

유전자인 IL-1β, COX-2, IL-6 및 iNOS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땅콩나물 추출물 12.5, 

25 μg/mL 처리군(그림 표기 안함)은 control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50 μg/mL 처리군은 control군보다 IL-1

β, COX-2, IL-6 및 iNOS의 발현을 보이며 억제하였다. 특

히 땅콩나물 추출물 처리군은 positive control인 resvera-

trol에 비해 IL-1β 및 IL-6 유전자의 발현을 현저하게 억제

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땅콩나물 추출물이 LPS에 의한 

염증 유전자 증가를 감소시켜 NO의 생성 억제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염증성 cytokine은 활성산소종의 내독소자극에 의해 대

식세포와 과도하게 반응하여 증가한다. 증가한 염증성 cy-

tokine인 IL-1, IL-6, TNF-α 등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

하며 염증을 일으킨다(31). 전립선에서 염증은 cytokine의 

생성 및 증가를 유발하여 전립선 비대로 진행된다(32). 땅콩

나물 추출물 및 resveratrol은 NO 생성 억제 효과 및 염증성 

cytokine 감소 효과를 통해 항염증능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는 Djoko 등(33)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LPS 유도된 NO 

함량의 증가는 resveratrol 처리 시에 개선되었으며 re-

sveratrol이 대식 세포의 cytokine 증가를 감소시켜 NO 함

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염증은 전립선 비대 시

에 전립선 조직에서 염증 인자들을 동반하며 증가하는데 전

립선 비대 유도 동물에서 울금(9,27) 추출물 투여 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하고 전립선 비대가 완화되었다고 알려

져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에서 항염증 효과가 전립선 비대 

유발 및 발전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땅콩나물 추출물에 있는 resveratrol 물질의 염증성 사이

토카인 감소 및 NO 생성 억제 효과 때문에 전립선 비대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땅콩나물 열수 추출물이 남성 갱년기 관련 증상인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hosphodiesterase(PDE) 저해 효과, 5- 

alpha reductase 활성 억제능, RAW264.7 세포에서 NO 함

량 측정 및 TM3 세포에서 testosterone 함량을 측정하였

다. 땅콩나물 추출물은 높은 PDE 저해능을 확인되었다. 또

한, 5AR2 활성을 억제하였다. 전립선 비대와 관련된 염증에 

대한 영향으로 RAW264.7 세포에서 lipopolysaccharide에 

대한 NO 함량 억제능을 확인한 결과 땅콩나물 열수 추출물

에 의해 NO 생성이 억제되었고 염증 인자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M3 세포에서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산화적 

손상에서는 땅콩나물 추출물 처리 시에 높은 세포보호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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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땅콩나물 추출물에 의해 testosterone 함량도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땅콩나물 열수 

추출물은 5AR2 억제 활성을 증대시키고 항염증 효과가 전

립선 비대증의 유발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로 볼 

때 땅콩나물 추출물은 전립선 비대 유발에 직접 관계된 효소

와 유전자를 제어함과 동시에 항염증 효능을 가짐으로써 전

립선 비대 증상 개선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땅콩나물 추출물은 PDE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발기부전 

증상을 완화시키고 고환 내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

하며, testosterone과 같은 호르몬 합성을 증가시켜 전립선 

비대증 외에 발기부전 및 호르몬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남성

갱년기 증상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결과

로 볼 때 땅콩나물 열수 추출물은 전립선 비대를 비롯한 남

성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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