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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성 동 원소 이용  계 질환 발생  험인자 검지기술 개발  응용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 방사성 동 원소가 표지된 [
3
H]platelet activating factor (PAF,               

 1-O-alkyl-2-[
3
H-acetyl]-sn-glycero-3-phosphocholine)을 이용하여        

 Lp-PLA2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계 질환 발생  험인자의 검지기술의       

 확립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방사성 동 원소 이용  계 질환 발생  험인자 검지 기반기술 확립(방사성  

 동 원소가 표지된 [
3
H]platelet activating factor  (PAF,                

 1-O-alkyl-2-[
3
H-acetyl]-sn-glycero-3-phosphocholine)을 이용하여        

 Lp-PLA2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계 질환 발생  험인자의 검지 기반기술  

 1건의 확립)

- 확립된 검지기술을 이용하여 Lp-PLA2의 활성을 해할 수 있는 천연물 추출  

 물 스크리닝  후보 천연물 도출(확립된 검지기술을 이용하여 Lp-PLA2의 활  

 성을 해할 수 있는 약 20여종의 천연물 추출물의 스크리닝) 

Ⅳ. 연구개발결과 

- LDL이 산화되고 변형되기 까지 Lp-PLA2는 LDL에 잠복상태로 부착되어    

 있다가, LDL이 산화되면 활성화되어 oxidized phospholipid를 빠른 속도로 분   

 해하여 많은 양의 lysophosphatidylcholine (lyso-PC)과 free oxidized fatty      

 acid를 생성함. 특히 lyso-PC는 pro-infammatory 와 pro-atherogenic agent     

 로 보고되어 있음. 이와 같이 LDL은 intima에서 산화되어 Lp-PLA2의 기질로   

 제공되고, 그 분해산물은 다시 macrophage에 축 되어 만성 염증을 진하고,  

 한 macrophage는 더 많은 Lp-PLA2를 생산하게 하는 feedback              

 mechanism이 질환을 가속화 함. 즉, Lp-PLA2는 상동맥질환의 독립     

 인 험요인으로서, 동맥병변(atherosclerotic lesion)의 macrophage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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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되었음.

- 사람의 액으로부터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Lp-PLA2가 포함된 LDL을     

 분리한 후 [
3
H]platelet activating factor (PAF,                                

 1-O-alkyl-2-[
3
H-acetyl]-sn-glycero-3-phosphocholine)을 첨가하여 37℃에서   

 15분간 반응시킨다. Chloroform/methanol (2:1) 용액으로 반응을       지    

 시킨 후 chloroform과 상층액을 분리함. Scintillation counter을                 

 이용하여 PAF로부터 생성된 상측액의 [
3
H]acetate을 측정하고             

 Lp-PLA2의 활성도를 측정하여 계 질환 발생  험인자의 검지기술을       

 확립하 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 질환(심 , 뇌 )등과 연 성이 높은 Lp-PLA2의 검출 기반 기술 확립 

- 개발될 바이오칩을 이용하여 액의 Lp-PLA2 활성검사를 통해 심장 계질  

 환 는 뇌졸 의 험을 측

- 계 질환의 방  치료를 해 Lp-PLA2을 target으로 하여 이 효소의   

 활성을 해할 수 있는 스크리닝을 용이하게 하여 련 연구에 직  도움을  

  수 있음.



- III -

SUMMARY

Ⅰ. Project Title

- Development of biochip for risk factors of atherosclerosi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Establishment of the detection technology on vascular disease and relative 

risk factors through measuring the activity of Lp-PLA2 in blood using 

[
3
H]plateletactivatingfactor(PAF,1-O-alkyl-2-[

3
H-acetyl]-sn-glycero-3-phosp

hocholine)labeledbyradioactiveisotope.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Establishment of the detection technology of radioactive isotope to measure 

of 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Establishment of the detection technology 

on vascular disease and its risk factor through measuring the activity of 

Lp-PLA2 in blood using 

[
3
H]plateletactivatingfactor(PAF,1-O-alkyl-2-[

3
H-acetyl]-sn-glycero-3-phosp

hocholine)labeledbyradioactiveisotopeasmentionedabove.)

- Screening the natural extract which can inhibit the activity of Lp-PLA2 

with the established technology (about 20 natural extracts are planning to 

be screened out to inhibit the activity of Lp-PLA2 which determined by the 

established technology)

Ⅳ. Result of Project

- Before oxidation and transformation of LDL, Lp-PLA2 was attached to 

LDL as a dormant state. Then LDL was oxidized, activated and resolved 

into oxidized phospholipid rapidly. Subsquently, a large amou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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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ophosphatidylcholine (lyso-PC) and free oxidized fatty acid were 

produced. Especially, lyso-PC can be divided into pro-infammatory and 

pro-atherogenic agent. Thus oxidation of LDL in the intima is provided as 

a substrate for Lp-PLA2, and its by-products accumulate in the 

macrophage and re-accelerate chronic inflammation. And feedback 

mechanism of macrophage can produce more Lp-PLA2 which will 

accelerate vascular disease. In other words, Lp-PLA2 is an independent risk 

factor for coronary artery disease, and is found in the macrophage of 

atherosclerotic lesion.

- Using ultra centrifugation, LDL which contains Lp-PLA2 can be separated 

from human blood. Then [
3
H]plateletactivatingfactor (PAF,1-O-alkyl-2 

-[
3
H-acetyl]-sn-glycero-3-phosphocholine)wasaddedforreactionat37℃ for 15 

min. The reaction was stopped by adding Chloroform/methanol (2:1) 

solution, and up-layer was separated from chloroform. The up-layer of 

[3H]acetate, which was generated from PAF, was measured by scintillation 

counter. And Lp-PLA2 activity in plasma was measured to establish the 

technology for detection of vascular disease risk factor.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Vascular disease (cardiovascular, cerebrovascular) is associated with high   

  Lp-PLA2 base on technology development.

-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biochip on Lp-PLA2 activity can be used for   

  prediction of blood and cardiovascular disease, or the risk of stroke. 

- The related research can directly help to screen enzyme activity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vascular disease when Lp-PLA2 used as a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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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제 1 장 서론

- 최근 연구를 통해 lipoprotein-associated phospholipase A2 (Lp-PLA2)의 수

이 상심장질환의 발병 험률과 직 인 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장의 Lp-PLA2는 platelet-activating factor acetylhydrolase (Plasma PAF-AH)

와 같은 효소로서 약 80%가 low density lipoprotein (LDL) 에 존재하고, 나머

지는 high density lipoprotein (HDL)과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VLDL)

에 분포함. Monocytes, macrophage, T-lymphocytes와 mast cell 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phospholipase A2 family에 속함. 동맥벽의 LDL (특히 oxidixed-LDL

의 형태) 축 은 동맥경화의 가장 요한 기단계로 알려져 있음.

- LDL이 산화되고 변형되기 까지 Lp-PLA2는 LDL에 잠복상태로 부착되어 있

다가, LDL이 산화되면 활성화되어 oxidized phospholipid를 빠른 속도로 분해

하여 많은 양의 lysophosphatidylcholine (lyso-PC)과 free oxidized fatty acid

를 생성함. 특히 lyso-PC는 pro-infammatory 와 pro-atherogenic agent 로 보

고되어 있음. 이와 같이 LDL은 intima에서 산화되어 Lp-PLA2의 기질로 제공

되고, 그 분해산물은 다시 macrophage에 축 되어 만성 염증을 진하고, 

한 macrophage는 더 많은 Lp-PLA2를 생산하게 하는 feedback mechanism이 

질환을 가속화 함. 즉, Lp-PLA2는 상동맥질환의 독립 인 험요인으로

서, 동맥병변(atherosclerotic lesion)의 macrophage에서 발견됨.

- 이에 따라 방사성 동 원소가 표지된 [
3
H]platelet activating factor (PAF, 

1-O-alkyl-2-[
3
H-acetyl]-sn-glycero-3-phosphocholine)을 이용하여  

Lp-PLA2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계 질환 발생  험인자의 검지기술의 확립

과 이를 Prototype의 바이오칩 그리고 확립된 검지기술(바이오칩)을 이용하여 

Lp-PLA2의 활성을 해할 수 있는 천연물 추출물의 스크리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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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생활수 의 향상으로 인해 지방질의 과다섭취와 육류 소비량의 증가, 복  

  잡한 사회생활에 따른 스트 스는 심장  계질환의 격한 증가를 가져  

  오게 되었음.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심장순환기 련 질병과 련  

  된 사망률이 1 로 보고 되고 있음. 

- 특히 2005년, “Archieve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된 연구를 통해 뇌졸   

  환자 194명과 정상인 766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Lp-PLA2의 수치가  

  높으면 뇌졸  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액의        

  Lp-PLA2 검사를 통해 심장 계질환 는 뇌졸 의 험을 측할 수 있음.  

  한, 최근 계 질환의 방  치료를 해 Lp-PLA2 을 target으로 하여  

  이 효소의 활성을 해할 수 있는 후보물질을 천연 자생식물로부터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함.

- 식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각종  순환기질환은 앞으로 더욱 심  

  각해 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 나라도 미국, 유럽 등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의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임. 

- 지난 10년간 통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순환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체사망자의 25%이상을 차지해왔으며,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차 감소하는데 비해 순환기질환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상심장질환(Coronary heart disease: CHD)의 주요원인 의 하나는 동맥경화  

  (Atherosclerosis) 임. 동맥경화는 동맥에 지질과 섬유질 요소가 축 되어 진행  

  되는 염증성 질환으로, 유발인자로는 고콜 스테롤 증, 흡연, 고 압, 비만, 당  

  뇨, 스트 스, 나이, 성별 등이 있음. 그러나 환자의 50% 이상은 이런 험 요  

  인과 무 하게 발병된다는 사실이 밝 졌음. 

- 이에 따라 보다 간편한 계 질환 발생  험인자의 검지기술의 확립이 요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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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L이 산화되고 변형되기 까지 Lp-PLA2는 LDL에 잠복상태로 부착되어 있  

다가, LDL이 산화되면 활성화되어 oxidized phospholipid를 빠른 속도로 분해

하여 많은 양의 lysophosphatidylcholine (lyso-PC)과 free oxidized fatty acid

를 생성함. 특히 lyso-PC는 pro-infammatory 와 pro-atherogenic agent로 보

고되어 있음. 이와 같이 LDL은 intima에서 산화되어 Lp-PLA2의 기질로 제공

되고, 그 분해산물은 다시 macrophage에 축 되어 만성 염증을 진하고, 

한 macrophage는 더 많은 Lp-PLA2를 생산하게 하는 feedback mechanism이 

질환을 가속화 함. 즉, Lp-PLA2는 상동맥질환의 독립 인 험요인으로

서, 동맥병변(atherosclerotic lesion)의 macrophage에서 발견되었음.

- 액의 Lp-PLA2 검사를 통해 심장 계질환 는 뇌졸 의 험을 측할   

  수 있음. 한, 최근 계 질환의 방  치료를 해 Lp-PLA2을 target으  

  로 하여 이 효소의 활성을 해할 수 있는 후보물질을 천연 자생식물로부터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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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 최근 식생활의 개선으로 구미 각국 뿐 만 아니라 재 일본과 우리 나라에  

  서도 동맥경화, 고지 , 고콜 스테롤에 의한 여러 가지  성인병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질환 발생을 이기 한   

  각종 기능성 식품  치료약제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식물체등으로부터 추출된 혼합상태의 추출물 는 합성된 물질형태의 기능  

  성 식품  치료약제의 개발에 필요한 계 질환 발생  험인자의 바이오  

  칩과 같은 형태의 검지기술의 확립이 요구되나 국내에서의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 질환에 련된 의약품(Intra lipid)의 소비는 국민의 생활수  향상에 따  

  라 그 심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들 물질등에 한 개발노력이 증  

  가할 것으로 상됨. 이러한 추세에 미루어 볼 때 계 질환 발생  험인  

  자의 검지기술의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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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최종목표: 방사성 동 원소 이용  계 질환 발생  험인자 검지기술 개발   

         응용

1차년도: 방사성 동 원소 이용  계 질환 발생  험인자 검지 기반기술 

확립(방사성 동 원소가 표지된 [3H]platelet activating factor  (PAF, 

1-O-alkyl-2-[3H-acetyl]-sn-glycero-3-phosphocholine)을 이용하여 

 Lp-PLA2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계 질환 발생  험인자의 검지 

기반기술 1건의 확립)

2차년도: 확립된 검지기술을 이용하여 Lp-PLA2의 활성을 해할 수 있는 

천연물 추출물 스크리닝  후보 천연물 도출(확립된 검지기술을 

이용하여 Lp-PLA2의 활성을 해할 수 있는 약 20여종의 천연물 

추출물의 스크리닝)

- 사람의 액으로부터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Lp-PLA2가 포함된 LDL을   

  분리한 후 [3H]platelet activating factor (PAF,                  

  1-O-alkyl-2-[3H-acetyl]-sn-glycero-3-phosphocholine)을 첨가하여 37 ℃에  

  서 15분간 반응시킨다. Chloroform/methanol (2:1) 용액으로 반응을 지시킨  

  후 chloroform과 상층액을 분리한다. Scintillation counter을 이용하여 PAF로  

  부터 생성된 상측액의 [3H]acetate을 측정하고  Lp-PLA2의 활성도를 측  

  정하여 계 질환 발생  험인자의 검지기술을 확립한다.

- 개발된 계 질환 발생  험인자 검지기술을 바탕으로 식물재료로부터 심  

  장질환 발생  험인자(Lp-PLA2)를 억제할 수 있는 후보물질의 도출을 하  

  여 극성을 달리한 천연물 추출물과 Lp-PLA2가 포함된 LDL, 그리고         

  [3H]platelet activating factor를 반응시켜 Lp-PLA2 활성 해도를           

  pmole/hr/mg의 단 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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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차년도 연구 결과

연 

구 

범 

연구수행방법

(이론 ․실험  근방법)
구체 인 내용

LP-PLA

2 의 

반응 

조건 

확립

- LP-PLA2의 반응 조건을 확

립하기 하여 효소원으로 

human LDL 분획 

(1.019<d<1.063)을 원심분

리를 통하여 분리하고, PBS

에 하여 투석하고, 단백질

을 정량하여 2 mg/mL의 농

도로 조정하 다.   기질용액

으로서 Platelet activating 

factor-16(Calb iochem)와  

[
3
H]-Platelet activating 

factor (NET-910, 0.1 

mCi/mL)를 각각 12.5 uM과 

10 uL (1 uCi) 혼합하여 질소

가스하에서 건조시키고, 건조

되면 3.2 mL의 PBS/EDTA 

buffer (pH7.4)를 첨가하여 

탁액을 만들어 비하 다.  

 

- 반응 tube 에 LDL 효소원    

  (10 uL, 20 ug)과 PAF 기질  

  용액 (0.3 uCi/mL, 150 uL)을  

  혼합하여 37
o
C에서 1시간 반  

  응시킨 후, 유기용매         

  (Chloroform:Me-OH, 2;1     

  v/v)를 600 uL 첨가하여 반응  

  을 종료시키고 교반과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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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LP-PLA2 반응조건 확립

0.3 uCi의 기질 조건에서 더 우수한 

활성이 검출되어 반응조건을 확립하

고, 확립된 조건을  해제 검색 시스

템에 용하 다. 해제로는 다음과 

같은 식물 추출물이 사용되었다. 독활

(1, PB3983.4), 팔손이 (2, PB3966.2), 

팔손이-1 (3, PB3966.3), 두릅나무 (4, 

PB3980.1), 오갈피 (5, PB3973.1), 송

악 (6, PB3964.5), 가시오갈피 (7, 

PB3977.1), 팔손이-2 (8, PB3966.4), 

외 잔  (9, PB4737A1), 황칠나무 

(10, PB3965.2), 지리산오갈피 (11, 

PB3975.1), 섬오갈피(12, PB3972.1), 

섬오갈피-1 (13, PB3972.2), 지리산오

갈피-1 (14, PB3975.2), 황칠나무 (15, 

PB3965.3), 음나무 (16, PB3967.7), 땃

두릅나무 (17, PB3970.1), 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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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3000g)를 통하여 회수된 

상층의 수용액  150 uL를 

chloroform 용액 150 uL와 혼

합하여 교반과 원심분리를 하

다. 회수된 수용액상의 100 

uL 를 취하여 scitillation vial 

에 옮기고 scintillation 

cocktail 

3mL을 가하여 cintillation 

counting 하여 시간당 

생성되는 [
3
H]-acetate의 양을 

측정하여 Lp-PLA2의 활성을 

계산하 다.

두릅나무-1 (18, PB3970.2), 음나무

-1 (19, PB3967.6), 넓은잔  (20, 

PB4729.2), 더덕 (21, PB4754.1), 두

릅나무 (22, PB3980.8), 팔손이-3 

(23, PB3966.5), 팔손이-4 (24, 

PB3966.6), 넓은 잔 -1 (25, 

PB4729.3), 더덕-1 (26,  PB4754.3), 

두릅나무-1 (27, PB3980.9), 모시  

(28, PB4738.1), 모시 -1 (29, 

PB4738.2), 오갈피-1 (30, PB3973.2), 

음나무-2 (31, PB3968.8), 인삼 (32, 

PB3984.1), 인삼-1 (33, PB3984.2), 

독활-1(34, PB3983.5), 음나무-3 (35, 

PB3967.9), 만삼 (36, PB4756.1) 등 

총 36종의 식물 추출물을 상으로 

LP-PLA2 해효과를 조사한 결과, 

부분의 시료에서 조군에 비해  

아래와 같은 40% 이상의 해활성

을 보 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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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범 

연구수행방법

(이론 ․실험  

근방법)

구체 인 내용

식물 

추출물

의LP-P

LA2 

활성

해도 

조사

조건 

확립

상기와 같이 확립된 반

응 조건하에, 총 38종의 

식물추출물 시료를 10 

uL 의 부피로 다양한 농

도로 첨가하여, 

LP-PLA2의 해 활성이 

있는지를 조사하 다. 식

물추출물을 메탄올에 녹

인 후, 1mg/mL의 농도

시료를 10uL 씩 170 uL

의 반응용액에 첨가하여 

조사하 다. 

Lp-PLA2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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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자생식물 추출물 (1mg/mL)의 

LP-PLA2 저해 활성

LP-PLA2 in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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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자생식물 추출물 (0.1, 0.01 mg/mL)

의 LP-PLA2 저해 활성

더욱 변별력이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0.1 

mg/mL 과 0.01 mg/mL 로 희석하여 10 uL 

씩 처리한 결과 Fig. 3과 같이 1-15, 25-36

의 시료에서 30% 이상의 활성을 얻을 수 있

었다. 위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 확립된 

LP-PLA2 의 반응 조건이 저해제 screening

에도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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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차년도 연구 결과

- 1차년도에 개발된 계 질환발생  험인자 검지기술을 바탕으로 

식물재료로부터 심장질환발생  험인자(Lp-PLA2)를 억제할 수 있는 

후보물질의 도출을 하여 극성을 달리한 천연물 추출물과 Lp-PLA2가 포함된 

LDL, 그리고 [
3
H]platelet activating factor를 반응시켜 Lp-PLA2 활성 

해도를 측정. 특히, 1차년도 38종의 천연 추출물에 한 활성 해도를 이미 

조사하여 후보 물질을 도출하 기에 2차년도에는 한국인들이 주로 하는 

식품 (과일, 채소) 30종에 하여  Lp-PLA2 활성 해도를 측정하 고, 계 

질환발생의 완화를 부여할 수 있는 총 안토시아닌 함량  DPPH를 이용한 

항산화능력도 함께 조사하 다.

3 . 당해 연도 연구수행 내용  실

1. 연구제목

  가. 연구수행 방법

     (1) 효소원으로 human LDL 분획 (1.019<d<1.063)을 원심분리를 통하여 

분리하고, PBS에 하여 투석하고, 단백질을 정량하여 2 mg/mL의 농도

로 조정하 다. 기질용액으로서 Platelet activating 

factor-16(Calbiochem)와  [
3
H]-Platelet activating factor (NET-910, 0.1 

mCi/mL)를 각각 12.5 uM과 10 uL (1 uCi) 혼합하여 질소가스하에서 건

조시키고, 건조되면 3.2 mL의 PBS/EDTA buffer (pH7.4)를 첨가하여 

탁액을 만들어 비하 다. 반응 tube 에 LDL 효소원 (10 uL, 20 ug)과 

PAF 기질용액 (0.3 uCi/mL, 150 uL)을 혼합하여 37
o
C에서 1시간 반응시

킨 후, 유기용매(Chloroform:Me-OH, 2;1 v/v)를 600 uL 첨가하여 반응

을 종료시키고 교반과 원심분리 (3000g)를 통하여 회수된 상층의 수용액 

 150 uL를 취하여 chloroform 용액 150 uL와 혼합하여 교반과 원심분

리를 하 다. 회수된  수용액상의 100 uL 를 취하여 scitillation vial 에 

옮기고 scintillation cocktail 3mL을 가하여 cintillation counting 하여 시

간당 생성되는 [3H]-acetate 의 양을 측정하여 Lp-PLA2의 활성을 계산

하 다. 이 반응 조건하에, 총 00종의 과일 채소 식품추출물 시료를 10 

uL 의 부피로 다양한 농도로 첨가하여, LP-PLA2의 해 활성이 있는지

를 조사하 다. 추출물을 메탄올에 녹인 후, 1mg/mL의 농도시료를 10uL 

씩 170 uL의 반응용액에 첨가하여 조사하 다. 



10

  나. 연구수행 결과

(1) 총 30종의 식품 (과일, 채소) 에탄올 추출물을 상으로 LP-PLA2 해

효과를 조사한 결과, 토마토, 바나나, 수박, 참외, 비트잎,  양 , 키 , 

인애 , 쑥갓, 배, 체리, 생강, 포도, 망고, 그리고 오 지에서 다른 시료들 

(부추, 자두, 마늘, 백도, 깻잎, 사과, 슬리, 리카, 당근, 천도, 멜론, 

상추, 풋고추, 오이, 몬)보다 우수한 해능력을 보 다. 식품 에탄올 

추출물 0.2 mg/ml의 농도에서 이들 시료는 에탄올 조군에 비해  약 

20% 이상의 해활성을 보 다. 이 에서 특히 체리 (35%)와 포도 

(31%)에서 30% 이상의 우수한 해능을 보 다. 더욱 변별력이 높은 결

과를 얻기 하여 0.02 mg/mL 로 희석하여 10 uL 씩 처리한 결과 

0.2mg/ml의 농도에서는 비교  높은 해능을 보 던 포도와 체리보다

는 양 , 키  그리고 자두에서 나머지 시료들보다 우수한 해 활성을 

얻을 수 있었다. 표 1과2 에서는 분석된 총 30가지의 과일과 채소의 에

탄올 추출물들의 0.02 와 0.2 mg/ml에서의 LP-PLA2 해효과를 나타내

었다. 두 표에서 보듯이 일부 추출물의 경우 서로 다른 농도 (0.02 와 0.2 

mg/ml)에서의 해능력이 서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부추, 

비트잎, 양 , 키 , 쑥갓, 생강, 그리고 포도에서 비교  고르게 해능

력이 있을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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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NO.
% 

Inhibition
SAM NO.

% 

Inhibition
SAM NO.

% 

Inhibition

1(부추) 9.2 11(쑥갓) 10.3 21( 슬리) -12.8 

2(토마토) 1.2 12(마늘) -15.8 
22( 리

카)
-41.9 

3(바나나) 4.7 13(배) -54.8 23(당근) -11.5 

4(수박) 6.0 14(백도) 5.9 24(천도) -57.2 

5(참외) 6.4 15(체리) -27.6 25(멜론) -27.4 

6(비트잎) 8.0 16(깻잎) -38.6 26(상추) 6.1 

7(양 ) 14.7 17(생강) 11.6 27(풋고추) -3.4 

8(키 ) 12.8 18(사과) -6.9 28(오이) 14.6 

9( 인애

)
-1.7 19(포도) 5.7 29( 몬) -30.8 

10(자두) 15.0 20(망고) -6.5 30(오 지) -51.1 

SAM NO.
% 

Inhibition
SAM NO.

% 

Inhibition
SAM NO.

% 

Inhibition

1(부추) 17.6 11(쑥갓) 26.9 21( 슬리) 9.0 

2(토마토) 25.9 12(마늘) 15.5 
22( 리

카)
16.4 

3(바나나) 22.3 13(배) 25.0 23(당근) -3.1 

4(수박) 27.0 14(백도) 0.5 24(천도) -2.0 

5(참외) 26.6 15(체리) 34.9 25(멜론) 11.3 

6(비트잎) 22.7 16(깻잎) 9.9 26(상추) 1.3 

7(양 ) 21.2 17(생강) 25.5 27(풋고추) 8.3 

8(키 ) 26.0 18(사과) 12.5 28(오이) -2.4 

9( 인애

)
27.7 19(포도) 31.0 29( 몬) 5.3 

10(자두) 7.7 20(망고) 23.9 30(오 지) 26.7 

 Table 1. 0.02 mg/mL의 식품 에탄올 추출물들의  LP-PLA2 해효과 (%      

      inhibition against ethanol control)

    

 Table 2. 0.2 mg/mL의 식품 에탄올 추출물들의 LP-PLA2 해효과 (%        

           inhibition against ethano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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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 성 도(%)

방사성 동 원소 

이용  계 

질환 발생  험인자 

검지기술 확립

- 사람의 액으로부터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Lp-PLA2가 포함된 LDL을 

분리한 후 [3H]platelet activating factor 

(PAF, 1-O-alkyl-2-[3H-acetyl]-sn-

 glycero-3-phosphocholine) 을 첨가하여 37 

℃에서 15분간 반응시킴.

- Chloroform/methanol (2:1) 용액으로 

반응을 지시킨 후 chloroform 과 

상층액을 분리

- Scintillation counter 을 이용하여 

PAF로부터 생성된 상측액의 [3H]acetate 

을 측정하고  Lp-PLA2의 활성도를 

측정하여 계 질환 발생  험인자의 

검지기술을 확립

- 천연자생물  식품류추출물의 

Lp-PLA2의 활성도를 측정하여 계 

질환 발생  험인자의 검지기술을 확립 

- 연구결과의 논문 투고

100%

100%

100%

100%

200%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방사성 동 원소 이용  계 

질환 발생  험인자 검지 기반

기술 확립

  기반 기술 확립하여 목표 달성.

  1차년도 목표이외에 이후 년도에 실시할 "식물체 추  

  출물의 LP-PLA2 활성 해  조사조건 확립"의 실  

  험조건을 총 36종을 상으로 선 실시하 음    

  (추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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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혈관질환(심혈관, 뇌혈관)등과 연관성이 높은 Lp-PLA2의 검출 기반 기술 확  

  립 및 개발될 바이오칩을 이용하여 혈액의 Lp-PLA2 활성검사를 통해 심장혈  

  관계질환 또는 뇌졸중의 위험을 예측 가능함.

- 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Lp-PLA2을 target으로 하여 이 효소의 

활성을 저해할 수 있는 스크리닝을 용이하게 하여 관련 연구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음. 재 외국에서의 기술 도입 보다는 원천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있

다고 사료되며, 이 분야에 집약  투자가 가능하다면, 기술이  등을 통한 바

이오칩 개발등의 산업화 기술등의 고부가가치를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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