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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ar taint, an unpleasant odor of pork, is associated with two substances including androstenone 
and skatole. Testosterone is a steroid hormone as well as a strong predictor for androstenone 
secretion. Isoflavones of soy origin play a role in modulating the metabolism of sex hormones. 
Although several methods responsible for reducing boar taint are under investigation, the 
precise mechanism by which isoflavones reduce testosterone has not yet been identified.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soflavones extracted from a soy 
by-product on the concentration of serum testosterone in mouse. A total of 24 mice were 
supplemented with basal diet (control), daidzin plus genistin mix (T1), or isoflavone extracts 
(T2). After 11 days of treatment, size and weight of testis, as well as the concentration of sex 
hormones, including testosterone and estrogen, were analyzed. There was no difference in 
size or weight of testis from mice among control, T1, and T2. Serum testosterone leve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p < 0.05) both in T1 and T2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Furthermore, estrogen concentration in blood was increased (p < 0.05) in T2 (numerically 
increased in T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aken together, the use of isoflavones 
extracted from soy by-products would be a plausible strategy for reducing testosterone level, 
ultimately reducing boar taint without castration of pig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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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수퇘지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웅취(Boar taint)라고 하는데, 이 웅취는 고환에서 생성되는 성

호르몬인 androstenone과 장내 미생물발효에 의해 생성되는 skatole이 지방에 축적되어 발생한

다(Zamaratskaia and Squires, 2009). 웅취를 제거하기 위해 수컷자돈을 거세하는데, 최근 동물복

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기름기가 적은 고기가 선호되는 실정에서 돼지 거세에 대한 대안개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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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에 존재하는 식물성에스트로겐(phytoestrogen)은 동물체 호르몬과 유사한 활성을 나타내는 화합물로, 에스

트로겐 수용체에 친화력을 지닌다(Kuiper et al., 1998b). Phytoestrogen은 크게 isoflavones, coumestans, lignans로 나

뉘어지는데, 이 중 isoflavone은 대두에 약 1.5 - 2.5% (2 - 5 mg/g protein) 포함되어 있다. Isoflavone 중에서 isoflavone 

glycoside형태인 diadzin과 genistin이 60 - 7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Wang and Murphy, 1994), glycoside보

다 생리활성이 강한 aglycone 형태인 daidzein과 genistein의 함량은 약 0.01 - 0.15%에 불과하다(Mahmoud et al., 

2014). 그리고 대두 가공시 탈피, 정선과정에서 10 - 15%의 배아가 생성되며 isoflavone함량이 배유 보다 10 - 40배 정

도 높다고 한다(Kudou, 1991). 

대두에 포함된 isoflavone 처리와 정소에서 testosterone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Leydig cell의 관계 분석 연구

에서, 신생 흰쥐에 isoflavone을 급여 한 결과 정소상체 내 정자의 농도 및 testosterone의 농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

였다(Goyal et al., 2003). 단시간 phytoestrogen 처리 또한 정소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수용체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Glover and Assinder, 2006). 최근, 육계실험에서는 isoflavone 급여가 혈액 내 항산화 활성을 높이고 지방

산 및 지방대사의 변화를 주어 근육 내 불포화 지방산 함량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Kamboh and Zhu, 

2013). 

자궁 및 고환을 비롯하여 피부, 간, 신장, 심혈관, 지방 등 다양한 조직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3β- 

hydroxysteroid dehydrogenase (3β-HSD)는 androstenone 대사에 관여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 호르몬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이다(Rasmussen and Ekstrand, 2014). 대두에 함유된 isoflavone이 인간과 쥐 고환의 Leydig cell의 

androgen 생합성과 분비를 저해하고, 이 효과는 3β-HSD 활성감소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Akingbemi et al., 2007; 

Hancock et al., 2009; Hu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oflavone을 마우스에 급여하여 daidzein과 genistein이 정소발달과 성호르몬의 생합성 및 

혈중 testosterone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phytoestrogen 중 isoflavone이 testosterone 농

도를 조절하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비거세 수퇘지의 웅취를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Materials and Methods

발효 isoflavone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대두가공 부산물인 배아는 M업체(전남 광주)로부터 공급받아 homogenizer (Kinematica, Switzerland)

를 이용하여 18,000 rpm에서 3분간 처리하여 균질화하였다. 균질화 된 배아와 증류수를 1:8 비율(w/v)로 가수하고 상

업용 복합효소인 rapidase TF (DSM, Netherlands)를 0.5% (v/v)를 첨가한 후 55°C에서 4시간동안 반응하였다. 효소

반응 후 121°C에서 10분간의 열 처리를 통하여 미생물 제거 및 잔존 효소를 불활성화 하였다. 30°C로 냉각한 후에 

Weissella cibaria KM14 균주를 106 CFU/ml 수준으로 접종하여 30°C에서 24시간동안 발효하였으며, 이 배양액을 동

결건조 시켜 실험에 이용하였다.

선발미생물의 생균수 분석

선발미생물의 생균수는 시료 1 g을 취해 0.85% NaCl로 10배 희석한 후 희석액 100 μL를 MRS agar (Difco, Sparks, 

MD, USA)에 도말하여 30°C에서 48시간 배양하여 colony 수가 50 - 200 사이의 평판의 군락수를 계수하였다.

공시동물

실험에 이용한 동물은 20 g 내외 5주령 마우스(C57BL/6종)의 수컷으로 중앙실험동물㈜(Seoul, Korea)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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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Z배열법으로 군당 8두로 분류하여 2주일간 사료(AIN 76A; Feedlab Co., Gyeonggi-Do, Korea)와 물을 자유 

급식하여 순치시킨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AIN 76A 사료는 옥수수전분(397.49 g/kg), 카제인(200 g/kg), 덱스트린 전

분(132 g/kg), 대두유(70 g/kg), sucrose (100 g/kg), 섬유소(50 g/kg), 미네랄(35 g/kg), 비타민(10 g/kg), cysteine (3 g/kg), 

choline bitartrate (2.5 g/kg), TBHQ (14 mg/kg)이 포함되었다. 사육환경은 온도 23 ± 2°C, 습도 50 ± 5%와 12시간 간

격의 명암주기를 맞춰 유지하였고, 실험은 경북대학교 실험동물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였다. 실험군은 대조

구, 처리 1구(T1; daidzin and genistin mixture 57:3;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와 처리 2구(T2; isoflavone 

extracts from soybean by-product; 50 mg/kg BW)로 나누고 각각의 처리에 따른 시료는 시료분쇄기(Cyclotec 1093, 

NY, USA)을 사용하여 입자를 200 μm 크기로 균질화하여 증류수에 희석한 후, 대조구 사료에 T1에는 daidzin과 

genistin mixture를 마우스 무게 (kg) 당 50 μg/kg으로 첨가(daidzin 50.1 μg, Genistin 1.7 μg)하고, T2에는 isoflavone 

extracts를 마우스 무게(kg) 당 50 μg/kg로 첨가(daidzin 50.1 μg, Genistin 1.7 μg) 하였다(Cimafranca et al., 2010). 

준비된 액상시료는 2일에 한번 경구투여를 통하여 급여하였다. Isoflavone 장기 급여서 독성을 나타내는 결과 

(McCarver et al., 2011)에 따라 총 11일로 시험기간을 정하였다. 

Isoflavone 동정

시료 2 g에 아세톤니트릴 1 mL, 증류수 7 mL, 0.1 N HCl 2 mL을 가하여 10분간 sonication시킨 후 20분간 진탕하

고,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회수한 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HPLC (JASCO 

2000 series)분석을 시행하였다. Column은 Gemini C18 (2 mm x 150 mm, 5 μm), Mobile phase는 0.1% phosphoric 

acid와 Acetonitrile로 설정하였으며 0.8 mL/min의 속도로 280 nm에서 확인하였다. 시료 내 isoflavone (daidzin + 

genistin)의 농도를 측정(detector, 280 nm)하였다. 

혈액채취 및 호르몬 분석

혈액채취는 오전 9 - 10시의 일정한 시간에 이루어졌다. 채취 전 2시간의 공복상태에서 생쥐의 꼬리에서 해파린 

EDTA 처리된 Microcentrifuge 튜브(Corning, NY, USA)를 이용하여 마리당 약 0.1 - 0.2 mL씩 채취하였다. 채혈 즉시 

상온에서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혈청부분만 회수하여 -70°C에 보관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액 내 

호르몬농도는 Testosterone (ADI-900-065)와 Estrogen (ADI-901-174)을 ELISA kit (Enzo Life Sciences, Inc.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소 길이 및 무게 측정

실험 종료 시 채혈 직후, 경추탈골법으로 희생시킨 수컷 마우스의 왼쪽 정소를 적출하여 빙냉의 0.25 M sucrose 용

액으로 세척한 후, 정소의 길이와 무게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소를 여과지에 올려 건조시킨 후, 곧바로 정소의 길이와 

무게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mean ± SEM으로 표시하였고, SAS 프로그램(Statistical Analysis System software; 

Cary, NC, USA)의 analysis of variance (ANOVA)와 Tukey 다중비교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처리구간 평균의 차이

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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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대두 가공부산물 추출물 125 mg 시료를 HPLC 방법으로 isoflavone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daidzin, genistin이 각

각 35.11, 44.46으로 이는 50.1 μg, 1.7 μg 로 계산되었다(Fig. 1). 이전 연구에서, 효소처리를 통해 고분자 물질을 분

해 시키고, 발효과정에서 난소화성 올리고당의 분해 및 이소플라본을 alycone 형태로 변화시켜 체내 흡수율이 높아

(a) Standard

(b) Daidzin

(c) Genistin

Fig. 1. HPLC chromatograms of isoflavone extracts from soybean by-product. a) genistin and daidzin standard calibration curves; b) 
daidzin, retention time = 35.117 min; c) genistin, retention time = 44.462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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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으로써 그 기능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미발표 데이터). 수컷마우스에 isoflavone을 11일간 경구투여

한 결과, 대조구와 처리구 T1, T2의 BW 및 정소길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a)). 정소길

이와 마찬가지로, 정소의 무게는 대조구(207 mg), T1 (200 mg), T2 (206 mg)로 T1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

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Fig. 2(b)). 마우스의 경우, 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제가 전립샘 무게를 감소시키고, 정낭

의 무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upont et al., 2000; Napier et al., 2014). 수컷 rat에 isoflavone을 급여 한 후 

Leydig 세포의 증식을 분석한 결과, 세포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고환 내 anti-Mullerian 

hormone receptors (AMHR)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errill et al., 2010). 생후 21일 

이유 후 isoflavone을 90일까지 급여 한 결과 Leydig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하였으며, 이는 protein kinase B 

(AKT),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와 연관된 estrogen receptor 신호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huillier et al., 2009). 따라서, isoflavone처리 기간 및 농도에 따른 Leydig 세포의 반응 및 호르몬 생성에 관련된 

신호전달인자 발현의 종합적인 해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 Length of testis (b) Weight of testis

Fig. 2. Effect of isoflavone administration on length (a) and weight (b) of testis from mice at 11 d post treatment (T1: daidzin and 
genistin mixture; T2: isoflavone extracts from soybean by-product).

생후 4주령 마우스에 daidzin + genistin 혼합물(T1)과 대두부산물 유래 isoflavone 추출물(T2)를 각각 11일간 경구

투여 한 결과, 두 처리구 모두 혈액 내 testosterone 농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Fig. 3). Positive control로 사용

된 T1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큰 감소차를 보였으나(106 ± 0.01 pg/mL vs. 212 ± 4.96 pg/mL), 대두부산물에서 추출

한 isoflavone 처리구인 T2에서는 감소차가 다소 적게 나타났다(137 ± 5.51 pg/mL vs. 212 ± 4.96 pg/mL). 하지만 두 

그룹 모두 대조구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05)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마우스에 genistein과 

daidzein을 40 mg/kg BW 수준으로 급여한 이전 연구(Cline et al., 2004)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50 μg/kg 처

리한 본 연구에 비해 높은 농도의 isoflavone을 처리하여 혈액 내 testosterone 농도 감소뿐만 아니라 성선 자체의 위축

현상도 초래하였다. 마우스에 더 높은 농도의 phytoestrogen을 급여(22 - 26 mg/kg/day)하여 수컷의 생식능력 변화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Cederroth et al., 2010)에서는 phytoestrogen 함량이 높은 사료가 수컷 마우스의 생식능력을 저

해시킨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에서 수컷마우스의 행동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정자의 숫자가 약 25% 감소하고, 한

배새끼수가 약 21%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동물을 이용한 in vivo실험에서 isoflavone은 수컷의 생식능력 

및 관련 유전자발현의 저해 및 웅성호르몬(testosterone)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돼

지에서도 isoflavone이 함유된 콩 또는 콩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 물리적 거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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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isoflavone administration on serum testosterone levels from mice at 11 d post treatment (T1: daidzin and genistin 
mixture; T2: isoflavone extracts from soybean by-product).

Isoflavone 급여 마우스의 혈액 내 에스토로겐 호르몬(17β-estradiol)의 농도 변화는 Fig. 4에 나타내었다. 대조구

에 비해 T1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대조구에 비해 콩 부산물에서 추출한 

isoflavone을 급여한 T2 처리구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이는 T1 처리구의 genistin과 daidzin이 위

장관(gastrointestinal tract)에서 genistein이나 daidzein 형태의 aglycones으로 전변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졌을 

가능성과 isoflavone의 흡수적인 측면에서 배아의 발효처리 되어서 T2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Isoflavone의 생체 

내 대사 및 흡수적인 면에서 estrogen receptor (ER)의 binding affinities가 genistein에서 ERβ 87%, ERα 4%이며 

daidzein은 ERβ 0.5%, ERα 0.1%이다(Kuiper et al., 1998a). 이것은 phytoestrogen은 농도 의존적으로 agonistic 혹

은 antagonistic으로 작용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ER agonists는 에스트로겐이 낮은 환경, ER antagonists는 높은 

에스트로겐 환경을 의미한다. 성성숙 이전 마우스의 경우 isoflavone을 급여 하였을 때 발정주기와 배란이 비정상적

으로 나타나는데(Bateman and Patisaul, 2008), 성성숙 이전에는 생체 내 에스트로겐 농도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으로 보여진다. 

Fig. 4. Effect of isoflavone administration on serum 17β-estradiol levels from mice at 11 d post treatment (T1: daidzin and 
genistin mixture; T2: isoflavone extracts from soybean by-product).

연령이 높은(50 - 85세) 남성의 콩단백질 급여 실험에서는 6개월간 섭취 시 혈중 estrogen 농도가 약 20% 가량 증가

했다는 보고가 있다(Hamilton-Reeves et al., 2007). 좀 더 젊은 층(건강한 20 - 40세)에 대한 급여 실험에서는 그 증가 

범위가 작게 나타났다(Dillingham et al., 2005). 이러한 결과들에서 유추하여볼 때, isoflavone의 다양한 연령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최적 농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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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콩부산물에서 추출 정제한 isoflavone을 마우스에 11일간 경구 투여하여 수컷 마우스의 생식기관 발달 및 혈중 성

호르몬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isoflavone 처리는 생식기관의 크기나 무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혈중 testosterone의 농도는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혈중 estradiol의 농도는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의 결과는 11일간의 isoflavone 급여가 수컷마우스의 호르몬 생산체계 변화를 유도하여 웅성호르몬인 

testosterone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돼지 모델에서도 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보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향후 

testosterone 농도 감소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 구명 연구와 더불어 비거세 자돈에 농도별, 처리기간별 isoflavone 급

여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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