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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x steroids are known to be involved in skeletal muscle development (anabolic effect) and are frequently used in medi-

cines. It has been known that pork contains a variety of steroids that are mainly synthesized in the gonads (testis and ovary).

Thus,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nabolic steroids of pork on the proliferation and differen-

tiation of myogenic satellite cells (MSC). Three different methods (M1, M2, and M3) were developed for the isolation and

purification of steroids from porcine tissues. Among three extraction methods that we developed, M3 was the best method

with respect to the quantities of steroids and the induction of MSC proliferation. Hormonal analysis showed that the steroid

hormone levels were the highest in muscle and fat of intact male than those of castrated males and females. In addition, the

highest serum levels of nandrolone and testosterone were detected in intact males, whereas estrone and 17β-estradiol levels

were similar in the entire experimental serum samples. Expression of androgen receptor (AR), myoD, desmin, and myoge-

nin in bovine muscle cells were significantly up-regulated by the treatment of steroid extracts. The highest increas of myo-

genin and AR mRNA abundance were observed in the MSCs treated with M3 extract (p<0.001). Altogether, the present

research showed the positive effect of steroids on MSC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in vitro. These results would cer-

tainly imply a beneficial effect of pork consumption on human musc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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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발달과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 육류의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소비 형태도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

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

당 축산물 연간 소비량은 육류의 경우 1985년 14.4 kg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35.8 kg으로 증가하였다(농협중앙

회, 2007). 그 중 돼지고기는 8.4 kg에서 19.2 kg으로 117%

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같은 축산물 소비는 지난 2004년

이후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

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Lee et al., 2009). 돼지에는 불

포화지방산, 필수지방산, 비타민 및 각종 미네랄 등이 풍

부하여 동맥경화, 중금속해독작용, 빈혈과 피로회복 등에

육류 및 가공식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Barton Pai et

al., 2002; Rho and Han, 2007). 또한 돼지의 경우 다른 포

유동물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다양한 특이 스

테로이드를 생산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09). 수퇘지의 정소에서 생성되는 웅취 성분인 androsten-

one과 같이 돈육의 품질 저하요인이 되는 스테로이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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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nandrolone(주로 정소에서 생성)과 19-norandrostene-

dione(주로 난소에서 생성)과 같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도

대량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 Wasch et al., 2001;

Khalil et al., 1988; Raeside et al., 1989; Schwarzenberger

et al., 1993). Nandrolone(혹은 19-nortestosterone)은 남성

호르몬인 testosterone과 그 구조가 유사하지만 근육 및 골

격을 발달시키는 아나볼릭(anabolic) 효과가 testosterone과

비교해 10배 정도 강한 스테로이드이다(Bergink et al.,

1985; Saartok et al., 1984). 이렇게 돼지에서만 특이하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이

렇게 돼지의 생식샘에서 만들어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돼지고기에 축적되며, 돼지고기를 섭취한 사람들의 소변

에서 이 스테로이드의 대사 물질이 검출된다고 보고되었

다(Debruyckere and Peteghem, 1991; De Wasch et al.,

2001; Fuh et al., 2004). 한편 화학적으로 합성된 nandrol-

one은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 노화방지, 빈혈 치료제, 골

다공증 치료제, 소비성근육질환(AIDS 환자의 경우) 치료

제, 남성 생식기능 저하 치료제, 피임약의 성분 등으로 사

용되어 왔다(Amory and Bremner, 2000; Bhasin et al.,

1997; Fairfield et al., 2001; Sheffield-Moore et al., 2006).

그러나 운동선수와 일반인들이 근육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고지혈증, 정자 수 감소, 여

성의 남성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물질이다(Ayotte, 2006).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경우 nandrolone의 과다 사

용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nandrolone이 다량 생산되는 돼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진화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

다. 지금까지 이러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사람의 근육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

들이 세포 주(cell line)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Chen et

al., 2008; Hong et al.,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포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in vivo 와 좀 더 유사한 동물세포

의 초대배양(primary culture) 방법을 통해 근육위성세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돼지고기

에 존재하는 천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분리하고 정제

하여 근육의 증식 및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

를 통해 돼지고기의 섭취가 인체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하고, 이에 따른 돼지고기의 소비 촉

진 효과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공시 재료는 (주)삼세 도축장(경상북도 영천시)에서 랜

드레이스 종 돼지(암컷; 180-190일령, 평균 체중 105 kg

(100-110 kg), 수컷; 170-180일령, 평균 체중 112 kg(110-

115 kg), 거세 수컷; 175-185 일령, 평균 체중 112 kg(110-

115 kg)의 근육, 지방, 혈액을 암, 수, 거세 수퇘지로부터

각각 5개씩 채취하였다. 정소는 도축한 170-180일령 수퇘

지(평균 체중 110 kg) 랜드레이스 종 10마리를 공시하였

다. 돼지 정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리 정제하기 위하여 부정소 및 정소의 상피조직은 모두

제거하고 10-30 g 크기로 잘라서 분석 전까지 -20oC에 보

관하였다.

다양한 추출방법을 활용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분리, 정제

분리한 정소는 Fig. 1과 같이 처리하여 스테로이드 호르

몬을 분리 및 정제하였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추출하기

위하여 정소 조직 10 g당 클로로포름/메탄올(=50/50, v/v)

혼합용액을 100 mL 비율로 첨가하여 3분 동안 균질화 하

였다. 균질화가 끝난 후 Whatman filter paper No.2(Whatman

International, Maidstone, UK)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Method 1(M1)은 0.9% 생리 식염수용액을 동량 첨가하여

가볍게 흔들어 준 뒤 약 10분간 정치하였다. 분리 된 아

래층을 회수하고 회전식 감압 농축기(EYELA, Rikakikai

Co., Tokyo, Japan)로 감압하여 농축하였다. Method 2(M2)

는 여과액을 회전식 감압 농축기로 농축 후 남은 용액의

동량으로 85% 에탄올과 5 M NaOH 용액 첨가하고 80oC

에서 45분간 중탕 후 상온으로 식혔다. 이 용액에 6 N 황

산용액을 첨가하여 pH 2-3으로 조정하고, 3배 양의 에테

르를 첨가 후 상층액을 회수하여 회전식 감압 농축기로

감압하여 농축하였다. Method 3(M3)은 M1으로 얻어진 아

나볼릭 스테로이드를 M2로 추가 정제한 것으로써, 0.9%

생리 식염수용액을 동량으로 첨가하여 가볍게 흔들어 준

뒤 약 10분간 정치하고 아래층을 회수하였다. 회수한 물

질을 회전식 감압 농축기로 농축 후 남은 용액의 동량으

로 85% 에탄올과 5 M NaOH 용액 첨가하고 80oC에서 45

분간 중탕 후 상온으로 식혔다. 이 용액에 6 N 황산용액

으로 pH를 2-3으로 조정하고 에테르를 3배의 양으로 첨

가한 후 상층액을 회수하여 회전식 감압 농축기로 감압하

여 농축하여 사용하였다. 근육과 지방은 각각 5 g씩 M3를

이용하여 스테로이드를 분리, 정제하였다. 또한 혈중 스테

로이드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축 후 개체 별 혈액을 채취

하고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혈청을 분리하고 4oC에 보관

후 즉시 사용하였다.

호르몬 분석

3가지 방법(M1, M2와 M3)으로 돼지 정소로부터 얻어

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농도 분석은 testosterone,

estrone, 17β-estradiol, androstenedione ELISA(DRG In-

ternational, Inc., Marburg, Germany), 19-nortestosterone EIA

(Euro-diagnostica, Arnhem, Netherland)를 이용하여 450

nm 파장의 ELISA 측정기(Microplate Autoreader, Bio-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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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로 각 샘플당 2반복하여 측정하였다.

근육 위성세포(myogenic satellite cell) 분리 및 배양

근육은 (주)삼세 도축장에서 한우 수소(24-26개월, 550-

600 kg)를 도축 해체되는 과정 중 다리 근육을 채취했다.

근육위성세포의 분리는 Lee 등(2007)의 방법을 이용하였

다. 채취된 근육은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로 세척

하고 지방과 결합조직 등을 clean bench에서 제거하였다.

근육조직은 0.5-1 mm3 조각의 크기로 절단하고 0.25%

trypsin-EDTA(HyClone Laboratories, Logan, UT, USA)용

액에 넣어 37oC 항온기에 2시간 동안 반응하였다. 반응

후 조직 혼합물은 4oC에서 3분 동안 원심분리(90 g)하고

상층액을 40 µm cell strainer(BD Falcon, NC, USA)로 여

과하였다. 여과된 부유물은 4oC에서 20분간 원심분리(1,000

g)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a; HyClone Laboratories, Logan, UT, USA) +

10% FBS(fetal bovine serum; HyClone Laboratories, Logan,

UT, USA)가 첨가된 배양액을 첨가 후 4oC에서 5분간 원

심분리(1,000 g)하고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회수된 세포 부

유물은 DMEM + 10% FBS첨가된 배양액을 첨가 후 100

mm dish에 분주하고 37o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DMEM으로 1회 세척 후 새로운 DMEM + 10%

FBS로 교환해준 뒤 2-3일 간격으로 교환해 주었다.

증식능의 측정

DMEM + 10% FBS가 첨가된 6-well 배양접시에 1×105

cells/well의 세포를 넣고 세포의 안정화를 위하여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추출방법(M1, M2, M3)에 따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0, 0.01, 0.1, 0.5, 1, 10 µg/mL의

농도로 각각 첨가된 배양액으로 교체하고 72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배양 후 0.25% trypsin-EDTA를 처리하여 세포

를 부유시킨 다음 회수된 세포를 세포 수 측정기(hemo-

cytometer)를 이용하여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Total RNA 추출 및 cDNA 합성

추출방법에 따라 추출된 스테로이드를 첨가하여 근육위

성세포를 7일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PBS로 세

척 후 TRIzolTM reagent(Invitrogen, Carlsbad, CA, USA) 1

mL을 100 mm 배양접시를 첨가한 후 세포를 수집하고,

sonicator를 이용하여 세포를 파쇄하였다. 그 후, 4oC에서

10분간 원심분리(10,000 g)하여 상층액을 회수하였다. 얻

어진 상층액에 클로로포름(Sigma, St. Louis, MO, USA)

Fig. 1. Extraction and pur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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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µL를 첨가하고 혼합한 후, 4oC에서 10분간 원심분리

(10,000 g)하여 다시 상층액을 취하고, 상층액에 동량의

isopropanol을 첨가 후 원심분리(10,000 g)하여 RNA pellet

를 획득하였다. 획득된 RNA pellet은 70% 에탄올을 이용

하여 세척한 후 건조하고, diethylpyrocarbonate(DEPC;

Sigma)를 처리한 멸균증류수에 녹였다. 추출된 RNA는 ND-

1000 spectrophotometer(NanoDrop Technologies, Wilmington,

DE, USA)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였고, 1.2% agarose

gel에서 total RNA상태를 확인하였다. 유전자 발현분석을

위하여 추출된 total RNA는 cDNA kit(Superscript II

RNase-H Reverse transcriptase;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Total RNA 1 µg

에 oligo-dT primer, 10 mM dNTP를 첨가하고 DEPC를 처

리한 증류수로 총 12 µL가 되도록 하였다. 65oC에서 5분

간 변성 후 즉시 얼음 위에서 냉각 후 5×first strand buffer

4 µL, 0.1 M DTT 2 µL, RNase out(RNase inhibitor, Takara,

Japan) 1 µL, Superscript II reverse transcriptase(Invitrogen,

Carlsbad, CA, USA) 1 µL를 첨가하여 42oC에서 50분간

반응시킨 후, 70oC에서 15분간 반응시켜 reverse transcrip-

tase를 불활성화 시킨 후 real time PCR의 주형으로 사용

하였다.

Real time PCR을 통한 유전자 발현분석

합성된 cDNA 0.2 µg을 주형으로 2×PCR Master Mix

(Power SYBR® Green PCR Master Mix; ABI, Warrington,

UK), 증류수, 각각의 primer set(Table 1)을 넣어 총 20 µL

으로 하여 7500 Real time PCR system(Applied Biosys-

tems, Warrington, UK)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각 PCR 반

응은 95oC에서 10분간 예비 변성한 후 denaturation 시간

은 95oC에서 33초, annealing 시간은 33초, extension 시간

은 72oC에서 33초로 하였고, annealing temperature는 유전

자 별로 Table 1에서와 같다. PCR 반응 종결 후 melting

curve 작성을 통하여 유전자 증폭의 정확성을 재확인하였

다. 유전자 발현양의 내부 보정을 위하여 GAPDH(glyceral-

dehydes-3-phosphate dehydrogenase)를 이용하였고, 상대적

유전자 발현양은 Ct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Real-time

PCR 결과인 PCR product size를 agarose gel을 통해서 확

인했다. 본 실험에 이용된 프라이머는 NCBI에서 각 유전

자의 정보를 확인한 이후 Primer 3 software(http://frodo.wi.

mit.edu)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Table 1).

통계분석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따른 개체별 호르몬 농도, 아나

볼릭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세포의 증식은 대조구와 처리

구의 세포 수를 비교하고, 세포의 분화는 대조구와 처리

구의 유전자 발현 양을 비교하여 SAS program(9.0 SAS

Institute Inc., USA)을 통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대

조구와 처리구 간의 효과는 Turkey test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추출

돼지고기에 존재하는 스테로이드의 분리 및 정제 기술

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이 스테로이드를 합성하는 돼지의

정소를 이용하여 3가지 추출 방법(M1, M2와 M3)으로 분

리하였다. 분리된 호르몬은 ELISA 방법을 이용하여

testosterone, estrone, 17β-estradiol, androstenedione, 19-

nortestosterone(nandrolone)의 양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추출방법에 따라서 정소 1g에 대한 스테

로이드 호르몬 회수율은 M3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M1,

M2 와 M3의 추출방법에 따른 각 호르몬의 회수율도 차

이가 있었으며 testosterone 비율은 각각 73.7%, 72.7%와

28.8%이고 nandrolone 비율은 18.3%, 17.0%와 60.8%로 나

타났다. M1과 M2에서는 testosterone이 가장 높게 회수되

고 M3에서는 nandrolone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PCR primer information

Gene Full Name Primer Size (bp) Tm (oC)

GAPDH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F 5'-gggtcatcatctctgcacct-3'
211 52

R 5'-acagtcttctgggtggcagt-3'

ER-α Estrogen receptor-α 
F 5'-caggtgccctattacctgga-3'

204 52
R 5'-gcctgaggcatagtcattgc-3'

AR Androgen receptor 
F 5'-tctcccaagaatttggatgg-3' 

219 52
R 5'-ggagcttggtgagctggtag-3' 

MyoD MyoD 
F 5'-gatgacccgtgtttcgactc-3' 

229 56
R 5'-tagtcgtcttgcgtttgcac-3' 

Desmin Desmin 
F 5'-tgtcgaaaccagacctcaca-3' 

185 57
R 5'-gtggcggtactccatcatct-3' 

Myogenin Myogenin 
F 5'-tgggcgtgtaaggtgtgtaa-3' 

197 57
R 5'-tgcaggcgctctatgtact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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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에 의한 추출을 시도 하였으며, 추

출방법에 따라 추출된 호르몬 농도와 각 호르몬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

발한 M3의 경우 다른 두 가지 방법(M1, M2)에 비해 훨

씬 많은 양의 스테로이드를 회수할 수 있었다.

개체에 따른 돼지의 근육, 지방, 혈청에서 스테로이드 호

르몬의 비교

개체별(암컷, 수컷, 거세수컷) 돼지의 근육, 지방, 혈액에

서의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석에 대한 결과는 Fig. 2와 같

다. 개체 별로 비교해 보면 수컷이 암컷, 거세 돼지보다

nandrolone, testosterone, estrone, 17β-estradiol이 유의적으

로 높았다(p<0.05). 근육, 지방, 혈청 별 비교에서는 19-

nortestosterone은 혈청, testosterone은 근육, estrone은 근육,

17β-estradiol은 근육과 지방에서 높게 나타났다. 호르몬에

따라 비교해 보면 19-nortestosterone, testosterone이 estrone,

17β-estradiol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Seo(2008)

는 GC/MS를 이용하여 유통중인 돈육에 progesterone은 존

Table 2. Amount of anabolic steroid hormone extracts per 1 g of testis

Hormone 
 M1  M2  M3 

ng/g (%) ng/g (%) ng/g (%) 

Nandrolone 03.2±0.36 (18.3) 4.0±0.29 (16.9) 118.8±1.0 (60.8) 

Testosterone 13.0±1.06 (73.3) 17.2±1.11 (72.6) 56.3±0.17 (28.8) 

Androstenedione 00.4±0.05 0(2.3) 00.4±0.01 0(1.8) 02.5±0.06 0(1.3) 

17β-estradiol 00.7±0.03 0(3.8) 00.7±0.01 0(2.9) 10.2±0.05 0(5.2) 

Estrone 00.4±0.03 0(2.3) 01.4±0.30 0(5.8) 07.6±0.32 0(3.9) 

M1, M2 and M3 represent methods 1, 2 and 3, respectively. Concentrations of the hormones are represented in ng per a gram of testis.

The numbers in the parentheses mean the relative percentages of the hormone to the total hormone (analyzed from the present study).

Mean±SD.

Fig. 2. Steroid hormones concentration in muscle, fat and serum from female, castrated male and intact male porcine. Nan-

drolone, testosterone, estrone and 17β-estradiol were quantified in the gender-specific samples from porcines. Hormones were

quantified as ng of hormones per gram of tissue or ng of hormones per ml of serum.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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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나 17β-estradiol, estrone, testosterone의 경우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De Wasch 등(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의 결과처럼 돼지 고기에

nandrolone(1~2.5 ng/g 고기)이 존재함을 관찰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돼지고기에서 스테로이드

양은 성별, 거세 여부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추출방법에 따

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소한

De Wasch 등(2001)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돼지고기

에 nandrolone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사료되며,

nandrolone 합성에 필요한 전구체인 testosterone과 같은 그

밖의 스테로이드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사료된다.

근육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근육세포의 성장은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

는다. 이러한 인자들은 FGF, IGF, EGF 등과 같은 펩타이

드 성장인자(Cook et al., 1993)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Diel et al., 2008)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돼지에서 추

출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근육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포 배양을 통한 in vitro 실험

을 실시하였다. 초대배양(primary culture)방법은 실험에 어

려움이 많으나 mouse cell line을 이용하는 것 보다 in vivo

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의 근육에

존재하는 근육위성세포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소의 다

리에서 근육위성세포를 분리, 배양하고 3가지 방법으로 추

출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세포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으며, 세포 배양이 끝난 후 hemocytometer를 이

용하여 세포 수를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첨가하여 배양한 경

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근육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추출 방법에 따른 근육세포 증식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M3는 배양 후 계속 증가하여 0.5 µg/mL 농도

에서 156% 값으로 최고치를 나타냈고 M2는 1 µg/mL 농

도에서 149% 값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M1은 10

µg/mL 농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세포증식 속도도 아나

볼릭 스테로이드의 농도가 가장 높은 M3가 M1과 M2 보

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Allouh와 Rosser(2010)는 닭에

nandrolone decanoate를 투여했을 때 근육위성세포의 증식

에 효과적이었으며 근육 강화를 유도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amanga-Sollo 등(2004)은 소 근육세포의 성장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처리구가 대조구 보다 효과적이었다

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M3를 처리하였을 때 근육세포 증식

에 미치는 영향은 nandrolone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사

료된다.

근육분화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근육이 손상을 받을 경우 근육위성세포는 다

양한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 근모세포(myoblast)로 분화

하고 많은 수로 분열하여 인접한 세포끼리 융합하여 다수

의 핵을 가진 근관(myotube)를 형성한다(Yamaguchi, 1995).

이 근관들은 구조 단백들이 형성되고 수축기가 형성되면

서 성숙된 근육의 기본단위인 근섬유(muscle fiber)로 분

화된다. 본 연구에서도 추출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처리

구가 대조구보다 더 많은 근관의 형성을 확인 할 수 있었

다(Fig. 4A). Kamanga-Sollo 등(2008)은 아나볼릭 스테로이

드가 소 근육세포에서 IGF-1을 자극하여 근육의 증식과 분

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근육분화 과정에

서 각 단계에 따라 근육형성 조절인자(myogenic regulatory

factor)인 myoD, desmin, myogenin 등의 유전자들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Bonnet et al., 2010). MyoD는 근육모세포

로 분화하기 위해 발생초기에 발현되며, desmin은 성숙한

정상근섬유에서 보다는 미성숙 근섬유에서 더욱 강하게

발현된다. 근 발생 조절 유전자인 myoD나 myogenin을 근

육세포의 분화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되며(Li et al., 1994),

myogenin은 근육모세포의 융합 및 근육 유전자 활성 그

리고 분화인자로서 활동한다(Molkentin and Olson, 1996).

본 연구에서는 돼지에서 추출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이용하여 근육세포에 처리한 후 근육세포 분화에 관련된

유전자를 real time PCR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androgen

receptor(AR), myoD, desmin, myogenin의 발현은 대조구

와 비교했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처리구에서 현저하게

높게 발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B). 특히 AR

Fig. 3. Effect of anabolic steroids extract on the MSC prolif-

eration. Anabolic steroid extracts were isolated by three

different methods (M1, M2, M3). MSC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the extracts for 72 h. The result

is represented as a proliferation index. Data represent

mean ± SEM of 3 separate experimental replicates (*p<

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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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농도 의존적으로 발현되었으며,

myoD는 M1, desmin은 M2, myogenin은 M1, M2, M3 모

두 높게 발현되었고 특히 M3에서 유의하게 높게 발현되

었다(p<0.001). Chen 등(2008)은 AR이 근육분화를 증가시

키는 역할을 하며, Kablar 등(1998)은 생쥐를 이용한 실험

에서 myoD는 근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myoD의

결핍은 발생초기에 세포자멸사로 유도한다고 보고하였다.

Myogenin은 근육세포의 분화과정에 필요한 인자로써 Venuti

등(1995)의 연구에 의하면 knock-out된 생쥐에서 몸 분절

로부터 근육분절, 피부분절과 뼈 분절은 정상적으로 형성

되고 근육의 분화도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돼지고기에 존재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의 증식

과 분화에 효과적이고, 앞으로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

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돼지고기의 소비 촉진과

잠재적인 건강 이익을 얻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성호르몬은 근육의 발달(아나볼릭 효과)에 관여하는 것

으로 잘 알려져 왔으며 인체의 치료제로 넓게 사용되고

있다. 돼지고기에는 주로 성선(정소와 난소)에서 생산되어

고기에 축적된 다양한 아나볼릭 효과를 나타내는 성호르

몬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돼지고기에 존재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추출하여

근육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돼지의 각 조직으로부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추출하는 3가지 방법(M1, M2, M3)을 개발

하였다. 3가지 모든 추출방법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추출되었으며 특히 M3에서 조직 1g당 가장 많은 양을 획

득할 수 있었다. M3를 이용하여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추출했을 때 돼지고기의 근육과 지방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양이 수컷에서 가장 높았고, 혈청에서는 nandrolone

과 testosterone의 양은 수컷에서 가장 높았으며, estrone와

17β-estradiol의 양은 비슷하였다. 근육세포 증식은 돼지 아

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농도 의존적으로 촉진되었으며, M3

에서 가장 빠르게 증식되었다. 근육세포의 분화는 추출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더 효과적으로

분화가 잘 되는 것을 세포 모양과 유전자(AR, myoD,

desmin, myogenin)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M3

에서 추출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서 myogenin과 AR 유

전자가 유의적으로 높게 발현되었다(p<0.001). 전체적으로

돼지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촉진하였다. 따라서 돼지고기에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

드의 섭취를 통해 인체 근육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효

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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