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혈압 또는 말초혈관질환의

치료 또는 개선 효과를 가진

참가시나무 잎 추출물

바이오
헬스케어

Abstract

• 본 기술은 참가시나무 잎 에탄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고혈압 또는 말
초혈관질환의 치료 또는 개선용 조성물에 관한 것임

Advantages of this Technology

• 참가시나무 추출물은 항산화 효능과 함께 혈관보호의 주요 인자인 혈관내피
세포형 산화질소 합성효소를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혈관평활근의 수축과 이
완을 조절하여 강력한 혈관이완 효과를 나타내어 혈압조절 및 혈관내피세포
기능장애를 개선함

• 참가시나무 잎 추출물을 UROCALUN으로서 상업화에 성공하였고, 담석 및
요로결석 치료제로서 현재까지 임상에 사용 중이며 그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
음Key Technology Highlights

참가시나무추출물의혈관이완효과

• 돼지심장을 적출하고 제조한 관상동맥 절편을 이용하였으며 혈관이완 효과
변화 측정은 트롬복산 유도체(U46619)로 수축시킨 후 참가시나무 추출물에
의한 이완반응을 농도 의존적으로 분석함

• 참가시나무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이완하기 시작하여 100 ㎍/㎖
농도에서는 102 ± 4 % 이완되며, 수축한 혈관이 50 %의 혈관이완을
나타내는 농도인 ED50가 23.7(μg/ml)로 혈관을 이완시키는 정도가 매우
우수함

• 또한 U46619 등의 혈관수축인자에 의한 혈관의 수축을 억제하는 이중
효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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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내피세포형산화질소합성 효소활성

• 참가시나무 에탄올 추출물이 혈관이완 인자인 산화질소의 합성 조절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함

• 송아지 혈관내피세포 에서 참가시나무 에탄올 추출물이 산화질소를 생성시키는 혈관
내피세포형 산화질소 합성효소의 활성화(phospho-eNOS)가 증가시킴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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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시나무추출물의세포독성

• 혈관동맥평활근세포에서 세포독성 분석결과 참가시나무 에탄올 추출물은
세포의 생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매우 안전한 약물임을 확인함

Applied Field or Comparative analysis

Inventor Information

TRL

• 고혈압 또는 말초혈관 질환의 예방 및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활용 가능
함

• 고혈압 또는 말초혈관의 예방 및 치료용도의 의약품에 활용 가능함

성명 옥 민 호

소속 목포대학교 약학과

기초연구단계 실험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TRL 1 TRL 2 TRL 3 TRL 4 TRL 5 TRL 6 TRL 7 TRL 8 TRL 9

Contact Point

발명의 명칭 출원일 등록번호 주발명자 출원인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2014.01.14 10-1596006 옥민호
목포대학교 산학협력

단

Pat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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