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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한 흰쥐 폐조직의 Phospholipae A2 활성과

Arachidonic Acid Cascade계에 미치는 녹차 Catechin의 영향

김 미 지

대구보건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부

Effects of Green Tea Catechin on Microsomal Phospholipase A2 Activity
and Arachidonic Acid Cascade in Rat Lung Exposed to Microwave

Mi-Ji Kim

Dept. of Hotel, Restaurant and Culinary Arts, Daegu Health College, Daegu 702-722, Korea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the effects of green tea catechin on microsomal phospholipase A2 (PLA2) activity and
the arachidonic acid (AA) cascade in the lungs of microwave exposed rats were investigated. One Sprague-
Dawley male rats weighting 100±10 g was randomly assigned to the normal group and three were assigned
to the microwave exposed groups. The microwave exposed groups were sub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s of dietary catechin supplementation: catechin free diet (MW) group, 0.25% catechin (MW-0.25C)
group and 0.5% catechin (MW-0.5C) group. Rats were sacrificed on the 6th day after microwave irradiation
(2.45 GHz, 15 min). The lung microsomal PLA2 activity in the MW and MW-0.25C groups was 30% and 15%
greater than that of the normal group, respectively, where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ormal group
and MW-0.5C group was observed. The percentage of phosphatidylethanolamine (PE) hydrolyzed in the lung
microsome in the MW, MW-0.25C and MW-0.5C group increased by 47%, 18% and 20%, respectively, due to
microwave irradiation. The formation of thromboxane A2 (TXA2) in the lung microsome was 50% greater in
the MW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However, the levels of TXA2 in the MW-0.25C and MW-0.5C group
were normal. The formation of prostacyclin (PGI2) in the lung microsome was 31% lower in the MW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while the levels of PGI2 in the MW-0.25C and MW-0.5C group were similar to the
normal group. The lung microsomal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concentration, which can
be used as an index of lipid peroxide was 34% greater in the MW group, when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MW-0.25C, MW-0.5C and normal groups. In conclusion, lung
function appeared to be improved by green tea catechin supplementation due to its antithrombus action, which
in turn controls the AA casca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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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핸드폰 사용을 비롯한 일상생활 주변에서 전자파를 발생

하는 기계들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전자기파에 노출될 기

회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자파의 유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웨이브와 같은

고주파의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함유하여 노출될

경우 인체의 조직온도를 상승시키고 특히 세포증식이 활발

한 생식기관, 심폐조직 및 백혈구 등의 세포에 유해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1-4). 지금까지 타의 연구보고나(5) 선행

된 기초 연구결과(6,7)를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전자파의 독성

은 활성산소종의 발생에 의한 산화적 독성작용에 기인할 가

능성이 높다.

Superoxide radical(O2
-․)이나 hydroxyl radical(․OH)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성산소는 생체내의 정상적인 대사과정

중에서도 생성되지만 UV, X-ray, 중금속 등과 같은 외인적

요인에 의해 생성이 증가되어 조직의 노화와 질병을 촉진시

킨다. Harman 등의 유해산소론 에서는 암이나 동맥경화증

과 같은 성인병 유발의 원인은 초기단계에서 superoxide

radical(O2
-․), hydroxy radical(․OH)과 같은 free radical에

의한 조직의 손상으로부터 시작되어 여러 생리적 기능이 저

하됨으로써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특히 폐조직

은 미세혈관의 분포도가 높고 산소의 유출입이 높기 때문에

free radical 생성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므로 free radical에

의한 산화적 손상의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Giulivi 등(9)은 paraquat나 hyperbarbic oxygen에 노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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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s

Groups Catechin % of diet Microwave

Normal
MW
MW-0.25C
MW-0.5C

0
0
0.25
0.5

－
＋
＋
＋

Irradiated 2.45 GHz microwave for 15 min.
Normal: microwave no irradiation.
MW: microwave irradiation, catechin free diet.
MW-0.25C: microwave irradiation, 0.25% catechin supplemen-
tation.
MW-0.5C: microwave irradiation, 0.5% catechin supplemen-
tation.

폐 조직에서 free radical 발생과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를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는

phospholipase A2(PLA2) 활성과 arachidonic acid(AA) cas-

cade 활성을 변화시켜 혈전생성을 유도할 수 있다(10-12).

PLA2는 AA cascade 전단계의 key enzyme으로써 조직의

free radical의 농도나 지질과산화물 농도의 상승에 의해 활

성화되어 cyclooxygenase pathway의 활성을 촉진시켜 나

아가 PGI2/TXA2 ratio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혈전생성

이 촉진된다. 또 혈전생성 지표인 PGI2/TXA2의 불균형도

역시 산화적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PGI2 합성효

소인 prostacyclin synthetase가 thromboxane A2(TXA2) 합

성효소인 thromboxane synthetase보다 훨씬 낮은 지질과산

화물의 농도에서 그 활성이 저해받기 때문이다(13,14). 그러

므로 혈전생성의 유도를 막기 위해서는 AA cascade계의 율

속 효소인 PLA2 활성을 조절하고 그 생성물인 PGI2/TXA2

비율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free radical의 생성과

과산화지질량의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연의 강력한 항산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

는 항 혈전물질을 전자파 방어에 이용함이 필요하겠다.

한편 녹차 중에 존재하는 폴리페놀성 화합물인 catechin

은 여러 가지 약리 작용이 보고되고 있고(15-21) 특히 항산

화 작용 및 항 혈소판응집 능의 기능이 뛰어남이 보고되고

있다(4-6,22-24). 실제로 카드뮴중독 쥐나 당뇨 쥐의 혈소판

및 신장조직에서의 항 혈전작용이 vitamin E보다 우수함이

규명된 바 있다(25,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흰쥐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한

후 혈액순환 및 호흡장애의 주요 장기인 폐조직을 대상으로

폐 기능장애를 일으키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폐혈관의 혈전

생성능을 AA cascade계를 통해 관찰하여 전자파에 의한 폐

혈관의 혈전생성능과 그에 대한 녹차 catechin의 개선 효과

를 규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및 식이

실험군은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하지 않은 정상 군과 마

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한 군으로 나누고 마이크로웨이브 조

사 군은 다시 식이 중 catechin 공급수준에 따라 catechin을

넣지 않은 군(MW group), catechin을 2.5 g/kg diet 급여한

군(MW-0.25C group), catechin을 5 g/kg diet을 급여한 군

(MW-0.5C group)으로 나누었다(Table 1). 식이와 음료는

자유섭식 시키면서 2주간 사육한 후 2.45 GHz 대역의 주파수

를 15분간 1회 조사하였으며 마이크로웨이브 조사 후 6일째

동물을 희생시켜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군의 실험동물

수는 각각 10마리로 실험하였다. 식이용 catechin은 Matsu-

zaki와 Hata(22)의 방법으로 crude catechin 분말을 조제하

여 사용하였으며 순도는 87.5%였다. 이것을 100%로 환산하

였을 때 catechin 종류별 함량은 epigallo catechin gallate

(EGCG) 51.86%, epicatechin gallate(ECG) 12.48%, epigal-

locatechin(EGC) 27.65%, epicatechin(EC) 8.0% 순이었으며

이것을 0.25%(MW-0.25C group), 0.5%(MW-0.5C group)

씩 첨가하였다.

실험동물의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장치 및 방법

실험장비로는 고주파 발생장치로 2.45 GHz로 발진 주파

수를 가진 가정용 전자레인지를 개조하여 출력 환 및 노출시

간을 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원격조정을 가능하게 제작하

였으며 마이크로웨이브 발생장치의 출력측정은 Hewlett

Packard사(Palo Alto, CA, USA)의 EMC analyzer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방사능의 출력의 측정은 최대 노출시간 15분

이상이 되도록 수차례 거리를 조절하여 출력발생장치의 35

cm 거리를 노출 점으로 잡고 이점에서의 출력을 측정한 결

과 40 mW/cm2(17 dBuV/m)였다.

시료채취 및 효소원의 조제

실험이 종료된 동물은 가벼운 ether 마취 하에서 혈액을

채취한 후 폐조직을 절제하고 0.9% NaCl로 세척한 후 액체

질소로 급속 냉동시킨 후 -80oC에 냉동 보관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폐의 microsome 분획은 전보(6)와 같은 방법으

로 행하였다.

폐조직 microsome에서의 phospholipase A2의 활성

측정

기질로는 1-pal-2-[1-14C]linoleoyl PE를 사용하였고 유

리되어진 linoleic acid를 측정하는 Dole과 Meinertz 방법

(27)을 사용하였다. 효소로는 분리해 놓은 microsome을 1

mg protein/mL로 희석한 것을 20 μL를 사용하며 0.05 M

Tris-HCl(pH 7.0) 20, 40 μL, 40 mM CaCl2 10 μL, 기질은

1-pal-2-[1-14C]linoleoic PE(1000 cpm/nmol) 20 nmol, 증류

수 30 μL를 넣은 후 37oC에서 20분간 incubation 시켰다. 여

기에 Dole시약(N-H2SO2 1 mL＋isopropanol 39 mL＋N-

heptane 4 mL) 560 μL와 증류수 110 μL를 넣고 1분간 교반

한 후 3,000 rpm에서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상층액 150 μL를

heptane 0.8 mL에 넣는다. 1분간 교반한 후 3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상층액 0.8 mL를 toluene계 coctail solution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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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에 넣은 후 liquid scintillation counter에서 유리되어진

linoleic acid를 측정하였다.

폐 microsome에서의 인지질분자종 측정

인지질 추출법: 폐 microsome을 5 mg protein/mL로 희

석한 것 1 mL를 시료로 하여 chloroform 1.2 mL와 methanol

2.4 mL를 넣은 후 격렬하게 교반하였다. 여기에 chlorofo-

rum 1.2 mL와 증류수 1.4 mL를 넣어 격렬하게 교반한 후

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이때 하층액을 취하

고 상층액에 chloroforum 2.4 mL를 넣어 교반하여 얻은 하

층액을 합하여 유기용매를 N2 gas로 날린 후 lipid film을

형성하였다.

인의 정량법: Marinetti 방법(28)으로 lipid film에 200 μL

chloroform을 넣은 후 20 μL를 취한 것을 시료로 하고 3 mM

KH2PO4를 standard로 하며 digestion reagent(60% HClO4

: c-/H2SO4＝1:1) 0.35 mL를 넣은 후 황색에서 무색, 무색에

서 다시 회색으로 변할 때까지 태웠다. 실온에서 식힌 증류

수 0.25 mL ammoniummolybdate 2 mL reducing reagent

(1-amino-2-naphtol-4-sulfonic acid 1 g을 유발에서 혼화

시킨 후 15% 황산나트륨 100 mL와 섞은 후) 0.1 mL를 넣어

95oC에서 10분간 heating 시켰다. 다시 실온에서 식힌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인지질분자종의 분리: 인지질분자종의 분리는 2차원의

TLC plate로 분리하며 1차 전개용매로는 chloroform : me-

thanol : acetic acid＝65:25:10을 사용하였다. TLC plate는

MERCK사(Darmstadt, Germany)의 5721번(20 cm×20 cm,
silicagel 60, without fluroscent inducator)을 사용하였고 I2

로 발색시킨 후 다시 ninhydrin으로 발색하였다. TLC plate

상에 나타난 인지질분자종은 각각 긁어내어 전술한 방법으

로 인 정량하였다. 인지질분자종중 phosphatidylcholine(PC),

lysophosphatidyl-choline(Lyso PC)phosphatidylethanol-

amine(PE), lysophosphatidylethanolamine(Lyso PE)의 인

정량 값을 이용하여 PC와 PE의 가수 분해율을 구하였다.

PC 가수분해율(%)＝[lyso PC/ (lyso PC＋PC)]×100
PE 가수분해율(%)＝[lyso PE/ (lyso PE＋PE)]×100
폐조직 microsome에서의 prostacyclin(PGI2) 생성 측정

PGI2는 반감기가 매우 짧으므로 생리적으로 안정된 대사

물질인 6-keto prostaglandin F1α를 측정하여 PGI2 생성량을

대신하였다. Amersham Bioscience(Piscataway, NJ, USA)

에서 구입한 6-keto prostaglandin F1α RIA kit(RPA515)를

사용하여 전보(6)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즉 미리

조제해놓은 반응 상등액은 phosphate buffered saline gel로

희석하여 이 희석액 100 μL에 125I-PGI2에 100 μL와 anti-

serum 100 μL를 가하여 잘 혼합하고 4oC cold chamber 내에

16시간 방치하여 반응액 중의 PGI2와
125
I-PGI2가 antiserum

과 결합하도록 하였다. 냉욕상에 반응액을 방치하면서 여기

에 잘 흔들어 균질화 시킨 Amerlex-M second antibody 용

액 500 μL를 가해 잘 섞은 후 냉욕상에서 10분간 방치함으로

써 유리상태의 trace를 첨가한
125
I-PGI2와 시료중의 PGI2가

antibody와 경쟁적으로 결합하게 하였다. 그 다음 4oC에서

10분간 1,500×g로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버리고 pellet층

에 결합된 상태로
125
I-PGI2를 gamma counter(PerkinElmer,

Waltham, MA, USA)로 측정하였다. 시료중의 PGI2의 농도

는 표준곡선으로부터 얻었다.

폐조직 microsome에서의 thromboxane A2(TXA2) 생

성 측정

폐조직 microsome의 TXA2 생성량은 Amersham Biosci-

ence에서 구입한 TXB2용 RIA kit(RPA516)를 사용하였다.

미리 조제해놓은 반응 상등액은 phosphate buffered saline

gel로 희석하여 이 희석액 100 μL에 125
I-TXA2에 100 μL와

antiserum 100 μL를 가하여 잘 혼합하고 4
o
C cold chamber

내에 16시간 방치하여 반응액 중의 TXA2와
125
I-TXA2가

antiserum과 결합하도록 하였다. 냉욕상에 반응액을 방치하

면서 여기에 잘 흔들어 균질화 시킨 Amerlex-M second an-

tibody 용액 500 μL를 가해 잘 섞은 후 냉욕상에서 10분간

방치함으로써 유리상태의 trace를 첨가한
125
I-TXA2와 시료

중의 TXA2가 antibody와 경쟁적으로 결합하게 하였다. 그

다음 4
o
C에서 10분간 1,500×g로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을

버리고 pellet층에 결합된 상태로
125
I-TXA2를 gamma

counter로 측정하였다. 시료중의 TXA2의 농도는 표준곡선

으로부터 얻었다

과산화지질정량

과산화지질의 정량은 thiobarbituric acid(TBA)와 반응하

는 물질을 측정하는 Omura와 Sato 방법(29)을 이용하였다.

단백질 정량

폐조직 microsome의 단백질 정량은 bovine serum albu-

min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Lowry 등의 방법(30)에 의해 측정하

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각 실험 군별로 평균차이

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 검증)을 실

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의 결과 유의성이 발견된 경우 Tukey's-

HSD test(honestly significantly difference test)에 의해 처

리되었다.

결 과

폐조직중의 PLA2 활성

Arachidonic acid cascade 계의 율속 효소로 알려진 PLA2

의 활성을 폐조직에서 관찰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PLA2

활성은 정상군에 비해 MW군에서 30%로 가장 많이 증가되

었고 MW-0.25C군에서는 15% 증가되었으며 catechin 0.5%

공급군인 MW-0.5C군은 정상군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폐

조직에서 PLA2 활성은 마이크로웨이브 조사 시 그 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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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green tea catechin on phospholipase A2 ac-
tivities in rat lung microsome of exposed to microwave. All
values are mean±SE (n=10). 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
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group at
p＜0.05 by Tukey's test.

Table 2. Effects of green tea catechin on changes in micro-
somal phosphatidylcholine and phosphatidyl ethanolamine
hydrolysis in rat lung of exposed to microwave (%)

Group PC hydrolysis PE hydrolysis

Normal
MW
MW-0.25C
MW-0.5C

11.595±2.61NS
14.388±5.94
14.101±3.31
13.58 ±3.85

12.797±1.37a
18.870±1.48c
15.895±1.29b
15.671±3.12b

All values are mean±SE (n=10). Values within a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group at p＜0.05 by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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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green tea catechin on thromboxane A2 (TXA2),
prostacyclin (PGI2) contents and PGI2/TXA2 ratio in rat lung
microsome of exposed to microwave. All values are mean±SE
(n=10). 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group at p＜0.05 by Tukey's test.

증가되고 catechin 공급으로 그 활성이 저하됨으로써 cat-

echin 공급수준과 PLA2 활성은 역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폐조직 인지질분자종의 변화

폐조직 microsome분획에서 각 인지질분자종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인지질분자종의 PE의 분해

로 생긴 lyso PE가 정상군에 비해 MW군에서 47% 증가하였

으나 MW-0.25C군 및 MW-0.5C군에서는 각각 18%와 20%

증가하였다. PC의 분해로 생성되는 lyso PC는 군 간의 유의

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폐조직 microsome의 TXA2, PGI2 생성

혈소판의 응집과 혈관수축을 촉진하는 TXA2 생성은 정

상군에 비해 MW군에서 50%의 현저한 증가를 보였으나

catechin 공급군인 MW-0.25C군, MW-0.5C군은 정상군 수

준이었다(Fig. 2). 이와 같이 혈소판 응집과 혈관수축지표인

TXA2 농도는 catechin 공급 시 그 생성량이 현저하게 감소

되었다. TXA2와는 길항적인 작용을 하며 혈관이완 및 항혈

소판 응집작용물질인 PGI2는 정상군에 비해 MW군에서는

31%의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catechin 공급군인 MW-

0.25C 및 MW-0.5C군은 정상군 수준이었다(Fig. 2). 한편

혈전생성지표인 PGI2/TXA2 ratio는 MW군은 정상군에 비

해 43%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나 MW-0.25C 및 MW-0.5C

군은 정상군 수준으로 증가되었다(Fig. 2). 이와 같이 녹차

catechin의 공급군은 TXA2 합성은 감소시키고 PGI2 합성은

증가시켜 catechin의 공급수준과 비례적으로 PGI2/TXA2

ratio를 증가시켰다.

폐조직중의 과산화지질 함량

조직의 산화적 손상의 지표로 삼고 있는 지질과산화물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정상군에 비해 MW군

에서는 34%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catechin공급군은 정

상군 수준이었다.

고 찰

본 연구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한 흰쥐의 혈전생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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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green tea catechin on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concentrations in rat lung mi-
crosome of exposed to microwave. All values are mean±SE
(n=10). 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group at p＜0.05 by Tukey's test.

에 미치는 녹차 catechin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AA

cascade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AA cascade계는 이의

율속 효소인 PLA2가 glicerol-3-phospholipid의 sn-2위치의

fatty acid ester 결합을 가수분해하여 arachidonic acid와 같

은 유리지방산과 lysophopholipid를 생성함으로써 개시되며

이러한 반응은 다양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활성화된다

고 알려져 있다. 생체의 병리상태나 화학적 물리적 스트레스

와 같은 내인적 혹은 외인적 요인에 의해 과잉 생성된 free

radical이나 축적된 지질과산화물의 작용에 의해 활성화되

어 세포막 인지질 이중막으로부터 arachidonic acid가 유리

됨으로써 arachidonic acid 대사반응이 촉진된다. PLA2는 이

인지질의 2번 위치는 대개 고도의 불포화지방산만이 ester

결합을 하고 있으므로 자유라디칼의 공격을 받을 경우 쉽게

과산화물이 생성된다. 분해된 산물 중 산화된 유리지방산은

결국 염증부위에서 혈관투과성의 증가, 혈관확장 작용 등을

나타내며 lysophospholipid는 용혈작용 및 혈소판 응집작용

등의 생리활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PLA2의 활성을 폐조직에서 관찰한 결과

PLA2 활성은 정상군에 비해 MW군에서 30% 현저하게 증가

되었으나 MW-0.25C군에서는 15% 증가되었으며 catechin

0.5% 공급군인 MW-0.5C군은 정상군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이크로웨이브 조사

에 의한 지질과산화의 증가로 인해 PLA2가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하며 강력한 항산화제인 catechin 공급으로 완화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외선 노출 시 PLA2 합성이 증가하

고 membrane에서 arachidoninate deacylation을 향상시키

는 prostaglandin E2(PGE2) 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염증반

응을 유도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31). 또한 당뇨 쥐에서 증

가된 혈소판 PLA2 활성이 catechin 급여로 그 활성이 억제되

었다는 Yang 등(24)의 보고나 Kwag 등(13)의 vitamin E의

다량급여로 지질과산화물이 저하되면서 PLA2 활성이 감소

되었다는 보고와 일치하며 이들 연구에서처럼 이러한 결과

들은 catechin이나 vitamin E의 항산화 기능에 의한 지질과

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도 폐조직중의 microsomal TBARS 농도를

관찰한 결과 정상군에 비해 MW군에서는 34% 현저하게 증

가되었으나 catechin 공급군은 정상군 수준으로 PLA2 활성

변화와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alns 등(32)의 연구결과

에서처럼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유도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혈액, 간, 폐 등의 주요 조직에서 병리적 손상이 일어

난다는 보고와 유사하다. 또 Giulivi 등(9)의 보고에서처럼

superoxide radical(O2
-
․), H2O2 같은 free radical에 의한 산

화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폐조직 산화적 손상을 초래한다는

연구보고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6)에서도 마이크

로웨이브 조사 시 간조직의 SOD, GSHpx 등 항산화 효소의

활성과 유전자발현이 저하되고 TBARS 농도가 증가되었으

나 catechin을 공급함으로써 이들 항산화효소계의 효소가와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고 TBARS 농도가 감소된 결과와 관

련이 있다고 본다.

Borowitz와 Montgomery(33)는 생체막이 free radical 생

성계에 노출되었을 때 내인성 lysophospholipid의 수준이 증

가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폐조직 microsome에서

인지질분자종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PE의 분해로 생긴 lyso

PE가 정상군에 비해 MW군에서 47% 증가하였으나 MW-

0.25C군 및 MW-0.5C군에서는 각각 18%, 20% 증가하였다.

PC의 분해로 생성되는 lyso PC는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마이크로웨이브 조사한 폐조직

에서는 인지질 가수분해의 증가와 지질과산화물의 축적이

일어남이 관찰되었으나 catechin의 공급으로 세포막 인지질

의 분해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뇨 쥐 간 및 신장에

서 정상군에 비해 당뇨군에서 PE hydrolysis가 증가하였다

는 Kwag(13) 및 Choi 등(34)의 보고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이러한 PE hydrolysis의 증가는 PLA2가 PE에 특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고 혈관수축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

려진 TXA2 합성은 PLA2 활성 및 COX 등으로 이루어지는

AA cascade계의 일련의 효소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강력한

혈소판 응집물질로 이의 합성조절은 세포막의 인지질로부

터 arachidonic acid를 생성하는 PLA2 작용에 의존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TXA2 생성은 정상군에 비해 MW군에서

50%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catechin 공급군인 MW-0.25C

군, MW-0.5C군은 정상군 수준이었다.

반면 prostacyclin은 혈관벽에서 생합성 되어 혈소판 응집

을 억제시키고 혈관확장을 촉진시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

여 TXA2와 길항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PGI2는 정상군에 비해 MW군에서는 31%의 현저

한 감소를 보였으나 catechin 공급군인 MW-0.25C 및 MW-

0.5C군은 정상군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hypernephroma

cell에서 라디오파를 조사한 후 PG receptor 및 eicosanoid

generation의 감소를 나타낸 Li 등의 보고와 일치하였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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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혈전생성지표인 PGI2/TXA2 ratio는 MW군이 정

상군에 비해 43%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나 MW-0.25C군

및 MW-0.5C군은 정상군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녹차 catechin의 공급군은 TXA2 합성은 감소시키고 PGI2

합성은 증가시켜 catechin의 공급수준과 비례적으로 PGI2/

TXA2 ratio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Piana 등(36)의

사람의 혈소판에 2.45 GHz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 시 혈

소판변형 및 혈소판기능 이상을 초래한 연구결과와 일맥상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마이크로웨이브에 피폭된 흰쥐 폐조직에서

TBARS 농도 및 PLA2 활성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또한 마

이크로웨이브 조사로 인한 TXA2 합성의 증가와 PGI2 합성

의 감소로 혈전생성지표로 인식하는 PGI2/TXA2 ratio의 불

균형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항산화 기능이 탁월한 catechin

을 다량 공급함으로써 TBARS 농도의 저하로 PLA2 활성이

억제되고 PGI2/TXA2 ratio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녹차 catechin은 마이크로웨이브가 조사된

흰쥐 폐조직에서의 항혈전 작용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흰쥐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한 후 폐조

직을 대상으로 폐조직 기능장애를 일으키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혈전생성능을 arachidonic acid(AA) cascade계를 통해

관찰하여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한 폐혈관 기능장애와 그에

대한 녹차 catechin의 항혈전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

험군은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하지 않은 정상군과 마이크

로웨이브를 조사한 군으로 나누고 마이크로웨이브 조사 군

은 다시 식이 중 catechin 공급수준에 따라 catechin을 넣지

않은 군(MW group), catechin을 0.25% 급여한 군(MW-

0.25C group), catechin을 0.5% 급여한 군(MW-0.5C group)

으로 나누었다. 식이와 음료는 자유 섭식시키면서 2주간 사

육한 후 2.45 GHz 대역의 주파수를 15분간 1회 조사하였으

며 마이크로웨이브 조사 후 6일째 동물을 희생시켜 본 실험

에 사용하였다. 실험군의 실험동물 수는 각각 10마리로 실험

하였다. PLA2 활성은 마이크로웨이브 조사로 30% 증가하였

으며 MW-0.25C군은 15% 증가였으나 MW-0.5C군은 정상

군 수준이었다. 인지질분자종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lyso

PE가 MW군에서 47% 증가되었으나 MW-0.25C군 및

MW-0.5C군에서는 각각 18%, 20% 증가되었다. TXA2 생성

은 MW군에서 50%의 현저한 증가를 보였으나 catechin 공

급군인 MW-0.25C군 및 MW-0.5C군은 정상군 수준이었다.

PGI2 생성은 MW군에서 31%의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catechin 공급군인 MW-0.25C군 및 MW-0.5군은 정상군 수

준이었다. 따라서 혈전생성지표인 PGI2/TXA2 ratio는 정상

군에 비해 MW군에서 43%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나 MW-

0.25C군 및 MW-0.5C군은 정상군 수준이었다. 지질과산화

물의 함량은 MW군에서 34%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catechin 공급군은 정상군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

로웨이브에 피폭된 흰쥐 폐조직에서는 AA cascade계의 율

속 효소인 PLA2 활성의 증가와 혈전생성지표로 인식하는

PGI2/TXA2 ratio의 불균형이 초래되었으나 catechin은

TBARS 농도를 낮추면서 PLA2 활성을 저해시키고 AA

cascade계를 개선시킴으로써 항혈전 작용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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