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고혈압 효과를 가진

넙치 가수분해물

바이오
헬스케어

Abstract • 본 기술의 원료는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가수분해물로, 체내에 안전하
고 혈압 강하 활성이 우수

• 넙치 가수분해물은 고혈압 예방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적용 가능

Advantages of this Technology

• 기존의 화학 합성 방법의 고혈압 의약품들의 부작용 발생으로 천연 유래 추출물을
이용한 고혈압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

• 대상기술인 넙치 가수분해물이 혈압 강하 활성과 ACE(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저해 활성 효과를 확인하여 고혈압 의약품으로서 기능성 확인

Key Technology Highlights

넙치가수분해물의ACE 저해효능 및활성 펩티드의분리

• 넙치 근육을 Alcalase, Flavourzyme, Kojizyme, Protamex의 단백질 분해 효소 처리
하여 가수분해물을 제조하였으며, 수율, 단백질 함량 및 ACE 저해 효과를 종합적으
로 평가했을 때 Protamex 가수분해물이 우수하였음

• Protamex 가수분해물의 분자량 별 분획물 증 5 kDa 미만의 분획물이 ACE 저해 활
성이 가장 우수

• 5 kDa 미만의 분획물에서 VFSGWAA, LHF 및 WPW 펩티드를 확인하였음

• 넙치 근육을 Alcalase, Flavourzyme, Kojizyme, Protamex의 단백질 분해 효소 처리
하여 가수분해물을 제조하였으며, 수율, 단백질 함량 및 ACE 저해 효과를 종합적으
로 평가했을 때 Protamex 가수분해물이 우수하였음

• Protamex 가수분해물의 분자량 별 분획물 증 5 kDa 미만의 분획물이 ACE 저해 활
성이 가장 우수

• 5 kDa 미만의 분획물에서 VFSGWAA, LHF 및 WPW 펩티드를 확인하였음

[Protamex 가수분해물의분자량별분획물의ACE 저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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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가수분해물유래펩티드의항고혈압활성 측정

• ACE 저해활성을 분석한 결과 VFSGWAA 서열의 펩티드가 ACE 저해 효능이 가장 높
아 항고혈압 활성이 가장 우수

[펩티드의 ACE(Angiotensin Ⅰ-전환효소) 저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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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Field or Comparative analysis

Inventor Information

TRL

기초연구단계 실험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 국내 고혈압 치료제 시장 규모 2015년기준 약 1조 3천억 원, 인구 고령화에 따라 60
세 이상의 환자가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넙치 가수분해물 유래 펩티드는 고혈압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적용 가능

성명 전 유 진

소속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펩티드의 ACE(Angiotensin Ⅰ-전환효소) 저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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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1 TRL 2 TRL 3 TRL 4 TRL 5 TRL 6 TRL 7 TRL 8 TRL 9

기초실험 개념정립
기본

성능검증

부품시스템

성능검증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

시제품

성능평가

시제품

신뢰성 평가
시제품인증 사업화

발명의 명칭 출원일 특허번호 주발명자 출원인

넙치 유래의 항고혈압 펩타이드 및 이를
포함하는 항고혈압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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