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지난 10여년 동안, 제 3의 영양학 혁명이 조용히

출현해왔다. 바로 비영양 식물체 성분의 과학적 탐

구이며 이는 19세기의 에너지와 단백질 분야의 1차

혁명, 20세기초의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2차 혁

명에 뒤이은 3차 혁명이다. 현재는 건강을 증진시키

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식물성 식품을 이용하는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지금 이 시기는 영양결핍에

서 오는 질환에서 과잉섭취와 관련있는 만성질환으

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Second Golden Age

of Nutrition 이라고 불린다(1). 동시에, 약학분야

는 다양한 식물체로부터 발견된 많은 분자들의 특성

을 연구함으로서 새로운 의약의 개발로 발달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식물자원 유래 물질에 대한 관심

은 영양학 분야에 폭 넓은 영향을 주었다. 식물에서

유래한 물질 분자들의 성질을 연구하는 것이 인류의

복지를 위한 커다란 잠재능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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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소플라본과 골조직의 관계에 대하여 발표된 역학조사, 사람과 동물을 대
상으로한 실험, 조직세포연구, 세포배양에서의 연구들을 포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결
론은 적절한 양을 투여했을 때 이소플라본, 특히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은 골밀도 증
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적정 골밀도 향상 효과를 나타
내기 위한 이소플라본의 in vivo 투여량은 에스트라디올보다 보통 1000배가 높았다.
또한 적정 투여량보다 낮거나 높은 농도에서는 이소플라본은 뼈에 유익한 효과가 없었
으며 그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유사 조골세포를 배양한 결과 중 in vitro
실험에서 제니스테인의 효과는 관찰되었으나 다이드제인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
반적으로 대두와 대두제품에 존재하는 이소플라본은 동물이나 사람이 적정한 양으로 섭
취하였을 때 약한 에스트로겐 효과를 발휘하지만 고농도에서는 오히려 해로운 효과가
관찰될 수도 있다. 제니스테인에 대한 세포수준의 연구에서는 고농도 투여시에는 정상적
인 세포기능의 소실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제안되었으며, 반면 다이드제인은 같은 농도에
서 유사 조골세포에 유익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였다. 사람이 식이로부터 섭취하는 양
은 부작용을 초래할 정도가 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소플라본은 적정한 양으로 섭취했
을 때 사람의 골질량을 유지하거나 골질량을 증가시키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음이 분명
하다.

연 구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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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본 논문의 초점은 파이토에스트로겐(phytoestrogen)

으로 알려진 식물 유래의 특정 물질분자에 관한 것

이다.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는 명칭은 이 물질들이 가

지는 포유류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서의 부분적인

에스트로겐 효과(estrogen agonism)때문에 유래

되었다. 파이토에스트로겐에는 이소플라본(isoflav-

ones), 쿠메스탄(coumestans), 기타 여러 그룹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몇몇 소수의 그룹만 다루었

는데 실험동물 모델과 인체를 대상으로한 비스테로

이드계 에스트로겐들이 골격에 미치는 효과 연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파이토에스

트로겐과 골조직간의 관계는 지난 5년동안 연구되어

왔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연관을 조사하고 골

격조직을 유지하며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

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의 효능을 연구하는 것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역사적 연구배경

파이토에스트로겐이 포유류의 생식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해 호주에서 크로바를 먹인 양에게서 불임이

관찰된 것이 처음으로 보고되었다(2). 이 보고는 식

물체에서 유래된 에스트로겐 유사활성 분자가 여성

의 생식기능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연

구를 하게 하였다(3). 몇 건의 최근 논문에 의하면

파이토에스트로겐이 생식기능에 미치는 효과는 에스

트로겐 수용체와 식물유래 분자의 상호작용이 중요

하게 작용하며 이 효과는 다른 생체 기관에도 마찬

가지라고 하였다(4- 6).

파이토에스트로겐은 계속 진행중인 발견들을 통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1954년에

는 에스트로겐 활성을 가진 식물의 목록에 53종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7), 1975년에는 파이토에스트로

겐을 포함하는 식물군은 300여 종류(category)이

상으로 확대되었다(8). 현재의 주요 관심은 사람의

식이에 포함되는 파이토에스트로겐 급원으로 전환되

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두와 대두제품에 포함

된 파이토에스트로겐이다(4).

3. 역학적 연구배경

식이로서 섭취하는 파이토에스트로겐과 골 질량

(bone mass) 또는 골절(fracture)간의 관계를 직

접적으로 조사한 역학적인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법 즉, 이소플라본이나 이와 유

사한 파이토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이 섭취가 골격

관련 수치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되었다.

우유와 계란은 섭취하는 채식주의자(LOV)의 식

이패턴이 팔의 전박골질량과 골밀도 측정치에 미치

는 연구(9)에서, 일생을 이러한 식이패턴으로 생활

해온 폐경 후 여성을 같은 연령의 비채식주의 여성

(NV)과 비교했을 때 골격 건강에 유리한 점이 나타

나지 않았다. LOV여성의 식이에는 NV여성의 식이

에 비해 대두와 대두제품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평균연령 80세보다 약간 적은 노스캐롤라이나 여성

에게서 특별히 골격 건강에 효과적인 특정 영양소는

찾아낼 수가 없었다. 비슷한 연구로 남부 캘리포니

아와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폐경 후 여성들을 조사한

다른 연구(10,11)가 보고되었다. 표 1은 위의 세

연구(9,10,11)에서 보고한 폐경 후 여성들의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수록한 것이다. 이 보고들은 서로

매우 유사하게 LOV여성들이 NV여성들보다 전체적

그림 1. 에스트로겐의 활성형인 17β- 에스트라디

올과 파이토에스트로겐의 분자구조 비교



식품기술 제15권 제1호 (2002. 3) 5

인 영양소 섭취가 다소 우수하였고 대두 제품의 소

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Reed 등에(12)

의해 수행된 노스캐롤라이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연속 조사연구에 따르면 LOV와 NV 여성

들의 골격손실 속도는 두 그룹에서 거의 같았으며

평상시의 칼슘 섭취량과도 무관하였다고 밝혔다. 이

들 여러 보고들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칼슘 등 다른

영양소는 폐경 후 10년간 골격 건강 유지를 지원할

만한 충분한 양을 섭취한다고 추정하고, 미국의

LOV는 명백하게 골격 건강에 효과가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대두 제품(일일 10g)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편, 아시아 국가에서 고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생동안 충분한 양의 대두제품을 섭

취하는 것이 골격의 보유(bone retention) 및 골

반 골절의 위험율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발표하

였다(13). 예로, 대두 및 대두 제품은 일본인들이

섭취하는 총 칼슘의 15%를 제공하며(미국인의 경우

1%를 제공), 상당한 양의 이소플라본 또한 공급한다

고 한다(14- 15).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 의하면 하루 40㎎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도록 하

루 30g이상의 대두를 평균적으로 섭취함으로서 골격

조직에 대두 섭취의 이로운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안

되었다. 일본 여성에게서 골반 골절의 발병율이 낮

고(16) 일본인들의 대두 섭취량이 높은 것과 관련하

여 대두 제품에서 공급하는 이소플라본을 충분량 섭

취하는 것은 골격 골절, 특히 골반 골절에 예방효과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골반 골절은 서구인보다 아

시아인에게서 특히 발병율과 발생율이 낮다. 일반적

으로 대두 이소플라본은 골격조직의 건강상태에 유

익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골 질량과 골

밀도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골 질량과 골

밀도는 서구인보다 아시아인에게서 낮게 나타난다.

4. 에스트로겐과 파이토에스트로겐의

표 1. 폐경 후 미국여성의 식이섭취 :우유와 계란은 섭취하는 채식주의자(lactovegetarians, LOVs)와 일반

비채식주의자(nonvegetarians, NVs)

식이 인원 평균연령 열량
단백질

g
열량 중

단백질 %
칼슘,
mg

칼슘:단백질
비율

인,
mg

칼슘:인
비율

North Carolina

LOV 88 73 1533 54.6 14.2 823 15.1 1112 0.74

NV 278 78 1633 69.9 17.1 902 12.9 1233 0.73

Califonia

LOV 144 66 1474 51.8 14.1 748 14.4 1050 0.71

NV 146 65 1563 63.2 16.2 772 12.2 1147 0.67

Florida

LOV 28 63 1652 62.6 15.2 821 13.1 1155 0.71

NV 28 63 1657 76.5 18.5 863 11.3 1250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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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구조와 특성 비교

주요한 파이토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과 쿠메스

탄의 분자구조를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에스트로겐인 17β- 에스트라디올과 비교해 보면 그

림 1과 같다. 파이토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수용

체와의 결합이 충분하도록 17β- 에스트라디올과 구

조상의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결합시간 및 수용체

에 대한 친화력은 17β- 에스트라디올과 비교하여

상당히 떨어진다(17).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은

A환의 OH기 유무만이 차이가 나는 구조인데, 나중

에 서술하겠지만 이 구조 차이가 두 분자의 생리기

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쿠메스트롤의 환 구조

는 이소플라본의 환 구조보다 실제 에스트로겐과의

유사성이 더 크다.

5. 식이 중의 파이토에스트로겐 주요
급원

대두는 사람의 식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파이토

에스트로겐 급원이다(4). 또한 대두 제품의 섭취는

이소플라본 섭취량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이소플라본이 단백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소플라본은 대두로부터 제

조되는 다양한 대두 가공제품에서 단백질과 함께 존

재한다. 표 2는 대두 가공제품 중의 파이토에스트로

겐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18).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시아인은 전세계 어느 지역의 인종보다도 훨씬 많

은 대두와 대두제품을 섭취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이

가장 섭취량이 높다. 일본인들이 하루 30- 50g의 대

두 제품을 섭취하는 반면,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섭

취량이 약 3g 정도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미국인

들은 실제로 대두의 섭취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

며 채식주의자 등 일부 사람들만이 하루 3g 이상의

대두를 섭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

국과 일본 및 아시아국가들 간의 대두 섭취 차이는

막대한 차이이다.

Adlercreutz 등(14)은 전통적인 아시아 식이를 섭

취하는 일본인 남성의 혈장 제니스테인 함량은 0.1

- 10mM이었으며 이는 서구의 폐경 전 여성의 혈장

17β- 에스트라디올 최고 수치보다 1000배 더 높은

수치라고 보고하였다. Adlercreutz 등(15)의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핀란드 여성의 소변 중 파이토

에스트로겐 배설량은 일본 여성의 배설량보다 훨씬

낮은 양이라고 보고하였다. 미국인의 소변 중 파이

토에스트로겐 배설을 대조 식이(basal diet)와 대

두 식이(soy diet)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그림 2

와 같았다(19).

서구와 아시아인의 대두 섭취에서의 차이 때문에,

파이토에스트로겐에 의한 골격 건강상의 이점은 서

구인에게서 보다는 일본 및 아시아인에게서 나타날

표 2. 대두와 대두 제품 중의 이소플라본 함량

대두 제품
다이드제인

(mg/ 100g)*

제니스테인

(mg/ 100g)*

대두 84 111

볶은 대두 56 87

대두 분말 23 81

템페 27 32

두부 15 16

* 건물 중량당 함량

그림 2. 대조식이와 비교한 대두식이군 피험자의 소

변 중 파이토에스트로겐 배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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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가능성들이 골격 관련 수치 및 골절

율에 대하여 아시아 결과를 조사한 골다공증 분야에

서의 연구자들에게서는 언급되지 않았다(16, 20-

21).

6. 대두 섭취가 칼슘대사에 미치는 영향

대두 및 대두 단백질(추출물이나 가수분해물)의 섭

취는 골격 조직에 대한 효과 외에 칼슘대사에도 여

러 면에 효과를 발휘한다. 그 효과 중의 하나로 대

두단백추출물(ISP)은 이소플라본을 포함하고 있으

며, 섭취시 식사 직후 및 24시간 동안 소변으로의

칼슘 배설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기기는 하나 동물성

단백질인 락트알부민을 섭취했을 때 유발되는 소변

으로의 칼슘 소실보다 훨씬 적은 량이 배설되었다

(22). 식사 후 4시간째와 20시간째의 소변으로의 칼

슘 배설량을 비교하면 그림 3과 같다. 그 외에도 대

두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하면 식사 후에

상승되는 글루카곤의 자극정도가 대두단백질이 더

완만하였다(그림 4). 이 결과는 칼슘을 보유시키는

효과를 담당하는 것이 대두 단백질에 포함된 이소플

라본 때문일 것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이는 명쾌한

연구보고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7. 대두와 대두제품에 대한 인체 연구

사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생리주기와 난소의 에스트

로겐 생성을 고려하여 파이토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이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효과를 조사

한 연구는 소수만이 보고되었다. Cassidy 등(23)

의 보고에 의하면, 한달 동안 대두 조제품을 섭취시

킨 젊은 여성은 여포기(follicular phase)가 길어져

서 전체 생리주기가 길어졌다고 하였다. 이 결과와 다

른 여러 보고(24- 26)들은 대두를 섭취한 여성은 배

란이 일어나는 일생동안 난소의 에스트로겐 생성이

유의적으로 감소된다고 제안하고 이는 채식주의자에

게서 골 무기질 함량(BMC)와 골 무기질 밀도(BMD)

가 낮은 것과도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한달 간의 대두 섭취로 인한 효과를 확증하는 연구

에 따르면 섭취된 이소플라본이 생리주기의 여포기

동안 난소 중의 에스트로겐 농도를 유의적으로 감소

시킨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란이 늦어지고 생리주

기가 길어진다고 하였다(26). 이상과 같이 에스트로

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유방과 기타 생식

기 암 발생에 대한 방어력도 더 커질 수 있다.

Potter 등(27)은 식이에 대두를 첨가하여 섭취시

키고 실험 종료시기에 골 관련 수치를 측정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일일 56mg과 90mg의 이소플라

본을 공급하도록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을 강화시

킨 대두 단백 보충물(ISP56, ISP90)을 6개월간 섭취

그림 3. 가향한 물 음료에 각각 설탕(sugar), 락트

알부민(milk protein), 대두(soy)를 용해시킨 후

이를 섭취한 피험자의 4시간과 20시간 후 소변 중

칼슘 배설양, 대조군은 가향한 물 음료 섭취 군

그림 4. 대두군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군보다

식후 글루카곤 상승이 완만하였으며 설탕 섭취군은

글루카곤 상승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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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을 때, 66명의 폐경 후 여성에게서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은 군(ISP90)이 이소플라본을 제거하고 대

두단백질만을 섭취시켰을 때보다 요추의 BMD와

BMC에 유의적인 효과가 있었다(P<0.05). 그러나 중

앙 대퇴골에는 효과가 없었다. 이소플라본 함량이

낮은 군(ISP56)도 요추의 BMD와 BMC가 증가하기

는 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들 결과

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의 투여량에 따른 효과 뿐 만

아니라 골격 부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양상을

밝혔다. 파이토에스트로겐이 폐경 후 여성의 골 측

정치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가 두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Creighton University (Christopher

G. 등)와 Bowman Gray Medical School of Wake

Forest University (Thomas C. 등)이다.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Anderson J. 등)에서 수행 중이다.

파이토에스트로겐 섭취가 골질량 보유에 지속된

효과를 줄 수 있다면 파이토에스트로겐은 폐경 후

여성에게서의 골다공증 예방뿐 만 아니라 젊은 성인

의 골격 건강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간의 섭취에 대한 실험 등을 포함한 여러 연구

결과가 이들 비스테로이드계 분자의 효과를 확증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

8. 동물실험

쥐 실험 : 몇몇 동물실험 연구들이 실험 식이를

통해 대두를 섭취시킨 후 골 질량 등에 유의적인 증

가가 나타났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물모델

에서 밝혀진 골 질량에 대한 결과는 골격보유에 대

한 이소플라본의 효과가 저농도에서는 골격 보유를

증진시켰으나 반면 고농도에서는 유익한 효과가 없

다고 하여 이중적인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28-

29). 그림 5는 14일간 제니스테인이 풍부한 식이를

난소를 절제한 수유 중인 쥐에게 공급하였을 때 골

질량에 미치는 상대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제

니스테인이 풍부한 식이가 합성 에스트로겐(Pure-

marin )의 투여시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동물실험에서도 대두 및 이소플라본 추출

물이 골 질량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30- 32).

Arjmandi의 결과(31)는 난소를 절제한 쥐(OVX)

에서 대두 단백질 섭취군과 카제인을 섭취시킨 군을

비교한 골 밀도 결과로서 그림 6과 같다. Kalu 등

(33)은 장기투여 실험을 통하여 대두를 단독 단백질

급원으로 투여했을 때 단백질 급원이 카제인인 군에

그림 5. 난소를 절제한 수유 중인 쥐에게 14일간

제니스테인 식이를 투여했을 때 골 질량에 미치는

효과(평균±SE); * Vehicle 군과 Genistein 군

간 유의차(p<0.05). 제니스테인이 풍부한 식이가

합성 에스트로겐(Puremarin ) 보다 더 효과적임

(28- 29)

그림 6. 대두 식이가 난소를 절제한 쥐의 대퇴골

밀도에 미치는 영향; * OVX + soy군과 OVX +

casein 군간 유의차(p<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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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24개월 후 골 밀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7).

난소절제 쥐를 모델로 한 본 연구진의 실험결과는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니스테인이 강화된

대두조제물을 저농도로 투여한 군에서 골 유지 효과

가 있었으며 반면 고농도 투여군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 동물 모델에서 제니스테인이 강화된 대

두조제물 섭취로 인한 자궁무게 증가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실험의 투여량에서 제니스테인 강화 대

두조제물이 골격과 자궁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른

것은 이소플라본이 자궁 및 기타 생식기관에는 약한

항에스트로겐 활성(antiestrogenic effect)을 발휘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영장류 실험: 파이토에스트로겐이 강화된 대두 조

제물을 한가지 농도로 투여하고 2년간의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이소플라본이 골격 측정치

에 미치는 유익한 효과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연구자들에게 큰 혼동을 초래하였으며 이

에 따라 한 종류의 이소플라본 투여량으로는 골 질

량과 골 밀도에 효과를 미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으로 결론지었다. 이들 결과로부터 이소플라본은 골

조직에 대해 역치효과(threshold effect)를 가진다

고 제안되었다.

결론 : 동물실험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이소플라본

이 골 질량과 골 밀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전

에 동물 모델의 종에 따라 한 달에서 몇 년까지 충

분한 기간 동안 이소플라본 역치투여량을 섭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역치 이상의 투여량

은 최소의 역치 투여량보다 효과가 더 크지 않았으

며 다량의 투여는 오히려 효과가 더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투여량이 너무 높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

과가 나타날 수 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투여량은 식

품으로 섭취할 때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소플라본을 강화시킨 조제물로 제조된 식

이나 강화식품을 섭취할 경우는 해로울 수 있을 것

이다.

9. 조직배양 연구

닭의 9일된 태내 배아의 대퇴골에 대한 연구가 일

본 연구진에서(34) 발표되었는데 쿠메스트롤은 뼈

의 재흡수(resorption)를 억제하고 뼈의 무기질 축

적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쿠메스트롤과 17β- 에스

트라디올은 부갑상선 호르몬, 비타민 D의 호르몬

형, 혹은 프로스타글란딘 E2를 투약했을 때 유도되

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뼈의 재흡수를 억제한다고

밝혀졌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쿠메스트롤이 닭의

태내 배아의 대퇴골에서 뼈 무기질 침착을 초기 발

생단계에서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 in vitro에서

이러한 효과를 위한 적정 농도는 ∼10- 5 M이었다.

10. 세포연구

세포배양 연구로부터는 흥미로운 발견들이 얻어졌

다. 유사 조골세포(osteoblast - like cell)와 유사

파골세포(osteoclast- like cell) 모두 파이토에스트

로겐에 반응하였으며 서로 다른 기작을 통하여 반응

하였다.

유사 조골세포(ROS 17/ 2.8 과 ROS.SMER)를

배양한 연구는 in vivo 실험결과를 지지하는 것이지

만 동물모델에서 관찰되었던 이중적인 효과, 즉 제

니스테인과 에스트라디올이 고농도(∼10- 4 M)에서

오히려 뼈에 해롭다는 결과를 잘 설명하게 해주었

다. 낮은 농도에서 제니스테인과 에스트라디올은 in

그림 7. 24개월 장기 투여실험에서 단독 단백질 급

원으로 대두를 섭취하였을 때 카제인보다 대퇴골

밀도가 높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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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ro 유사 조골세포에 의한 뼈의 생체지표(bio-

marker, alkaline phosphatase)의 생성을 증가시켰다.

그림 8은 제니스테인과 17β- 에스트라디올 처리

시 유사 조골세포(ROS.SMER)의 반응을 alkaline

phosphatase 활성을 측정함으로서 투여량에 대한

반응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곡선의 모양으로

부터 세포가 두 물질에 유사한 기작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니스테인과 17β- 에스트라디올

을 10- 4 M의 고농도로 처리한 세포에서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더 둥근 모양이었고 이웃한 다른 세포와

붙어 있었으며 배양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소플라본이 유사 파골세포(osteoclast- like cell)

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의하면 식물성 분자들이 파

골세포의 기능을 in vitro에서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기작과

는 다른 것이었다. 이소플라본은 특정한 효소체계(상

피성장인자수용체 단백질의 tyrosine kinase 등)의

활성을 간섭하여 유사 파골세포의 작용을 억제하였

다(35). 한편, 포유류의 파골세포는 에스트로겐 수용

체가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몇

몇 연구자들에 의해 이들 세포에도 에스트로겐 수용

체가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

결론적으로, 세포배양에 의한 연구는 이소플라본

이 유사 조골세포와 유사 파골세포에 발휘하는 효과

가 상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결과로부터 파이

토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매개로 한 경

로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무관한 다른 경로(다음

단락에서 설명)로 작용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앞

으로의 연구는 비스테로이드계 에스트로겐 유사물질

들이 골세포에 미치는 효과가 대두유래의 이소플라

본이 발휘하는 건강상의 유리한 효과를 확증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1. 파이토에스트로겐의 골세포에 대한
효과의 기작: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에스트로겐 반응구조

에스트로겐수용체(ERs)는 핵을 가지고 있고 핵

DNA에 에스트로겐 반응물질이 있는 거의 모든 포

유류의 세포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수용체의 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 예로, 생식기관은

골세포나 기타 다른 세포에 비하여 100- 1000배나 많

그림 8. 유사 골아세포(ROS.SMER) 배양시 제니스테인과 17β- 에스트라디올을 처리하였을 때

투여량에 대한 세포반응; * 대조군에 대하여 p<0.05), # 대조군에 대하여 p<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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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가 존재한다.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반영구적인

증식활성의 유사 조골세포주의 경우 에스트로겐에

의해 야생형과 ER- 도입세포 모두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발현이 자극된다(36).

파이토에스트로겐은 17β- 에스트라디올보다는 낮

은 친화력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한다. 표 3

은 몇 종의 파이토에스트로겐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에 대한 친화력을 17β- 에스트라디올과 비교한 것

이다(17).

대두 이소플라본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발휘하도록 골 조직에 작용하는 기작에 대하여 몇

가지 기작이 제시되었다.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모두

가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이 작용하는 표적 세포

인 것으로 제안되었다. 유사 조골세포를 배양한 연

구들은 제니스테인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의 반응을

통하여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그

러나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무관한 다른 세포내 기작

도 작용하였다(30). 예로 일부 연구자들은 제니스

테인이 topoisomerase II를 억제하여 세포의 증식

세포주기를 간섭한다고 하였으며, 반면 일부에서는

세포막에 결합되어 있는 펩다이드계 수용체가 제니

스테인에 의하여 활성화 되어 세포로 하여금 비에스

트로겐 효과를 진행하게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제니스테인은 낮은 농도에서는 에스트로겐으로,

고농도에서는 에스트로겐 길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제니스테인이 뼈를 보유시켜주는 효과는 조골세포와

그 전구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직접 작용함으

로서 생기는 결과이며(37), 또한 간접적인 방법으

로 제니스테인은 조골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싸이토

키닌을 억제함으로써 파골세포가 일으키는 뼈 재흡

수작용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킨다.

제니스테인과 기타 파이토에스트로겐들은 파골세

포에도 직접 작용하여 뼈의 재흡수를 억제시키며 이

에 따라 골격 보유에 효과를 발휘한다(35). 이러한

파골세포에서의 효과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매개로

하는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또 다

른,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무관한 별도의 기작이 관

계되어 있다.

12. 연구결과들에 대한 고찰

동물 모델과 인체를 대상으로 한 파이토에스트로

겐이 골조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소수만이

보고되었지만, 이들 실험보고들은 모두 명백히 파이

토에스트로겐이 골격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외적으로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실

험에서만 파이토에스트로겐이 골격 건강에 효과가

없다는 혼동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파이토에스

트로겐, 특히 많이 연구된 이소플라본이 동물모델에

효과가 있다면 폐경 후 여성에게 이소플라본 보충하

여 비슷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체실험으로는 6개월간의 시도로 척추의 뼈 무기질

함량과 뼈 무기질 밀도가 향상된 것이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여러 생활주기를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인

체연구가 필요하다.

파이토에스트로겐이 효과를 발휘하는 기작은 확실

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미 몇가지 가능성들이 제

시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

를 이용하여 특히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세포를 대

상으로 이 기작을 밝히려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진

은 in vivo와 in vitro 연구에서 제니스테인과 다이

드제인의 작용기작은 서로 다르며 이는 다이드제인

표 3. 사람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한 17β- 에

스트라디올과 파이토에스트로겐들의 반응친

화력(affinity)

성 분
상대적 친화력

(Relative Binding Affinity)

17β-에스트라디올 1.0

쿠메스트롤 0.13

제니스테인 0.0125

다이드제인 0.0010

바이오카닌 A 0.00005



12 연구동향/ 대두의 파이토에스트로겐이 뼈에 미치는 영향

의 A환에 OH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제니스테인과 관련 파이토에스트로겐들이 골세포

에 작용기작에 대한 도식도는 그림 9와 같으며, 다

이드제인은 그림 9와는 관계가 없다. 이 도식은 추

정이론으로서 첫 번째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 에스트

로겐 수용체에 약한 길항작용(antagonistic effect)

을 발휘하고 이에 따른 일련의 세포 내 반응이 일어

난다는 것이다. 이 반응들은 세포의 주기를 변화시키

고 이는 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감소시킬 뿐 만 아니

라 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세포 주기 조절

활성으로 인하여 세포괴사- 조절유전자(apoptosis-

controlling genes)가 유지되고 이에 따라 암으로

변이되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소플라본의 두

번째 작용은 세포막 수용체를 매개로 일어나는

tyrisine kinase의 억제효과로서 이는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도와주며, 세포분화를 촉진하지는 않는 것으

로 보인다. 또 다른 작용으로는 항산화제로서 미토

콘드리아 경로나 기타 세포 활성 중에 발생하는 래

디칼을 소거하는 작용이다. 골세포도 다른 세포에서

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반응하며 이러한 효과를 발휘

하는 적정 투여량은 일반적으로 모든 세포 종류에서

(적어도 세포 배양에서는), 비슷한 수준(∼10- 8∼10- 9

M)으로 필요하다.

13. 결 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파이토에스

트로겐이 이용될 전망은 있으나 인체를 대상으로 파

이토에스트로겐 제제의 효율성을 결론지어 말하기에

는 더 많은 인체 연구가 필요하다. 에스트로겐 대체

요법 등과 같은 약물치료에 반하여 대두와 대두제품

을 이용하는 것은 서구 여러나라의 여성들에게 호감

이 가는 시도이다. 대두 가공제품을 섭취한다는 것

그림 9. 제니스테인 등 이소플라본(다이드제인등 제외)이 골세포에 작용하는 기작에 대한 도식.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효소관련 효과는 핵 안에서 작용하는 반면, 이소플라본의 다른 효과들은 핵 바깥에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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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시에 이소플라본도 섭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이토에스트로겐의 뼈에 미치는 유익한 효과는 약

하고 또 척추의 요추부분에만 제한되어 있기는 하

다. 대두 제품의 섭취하는 것은 파이토에스트로겐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칼슘과 마그네슘(두부 등에서),

비타민 K, 단백질 저해제 등 다른 영양요소도 섭취

하는 영양학적인 이점이 있다. 파이토에스트로겐 강

화 제제를 섭취하는 것은 과량 섭취가능성과 골 조

직 및 기타 다른 조직의 세포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Nutrition Research, 17(10), 1617-

1632,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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