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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포스포리파제 D(PLD)는 인지질의 말단염기를 가수분해하여 phosphatidic acid(PA)와 염기로 

분리시키는 효소이다. 본 연구는 쥐의 뇌에서 분리한 미토콘드리아 분획에서 PLD활성에 미치는 spermine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올레산 존재하에서 speimine이 PLD를 활성화시켰으며 Ca2\ Mg& 그리고 Ba死는 

spermin贸 영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아민들은 별 효과가 없었으나 histamine 경우 높 
은 농도에서 PLD를 활성화시켰다. P이ylysine들도 PU를 활성화시켰으며 그 길이가 길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기질 특이성에 있어서는 phosphaKdylch이ine(PC)과 phosphatidylethanolamine(PE) 사이에 큰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기질 특이성은 쥐 소장 미토콘드리아 PLE의 PE 특이성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PhosphoUpase D (PLD) is the enzyme catalyzing the hydrolysis of the terminal phosphoester 
bond of phospholipid head group to produce phosphatidic acid and the corresponding base. The effect of sper
mine on the PLD activity of rat brain mitochondrial preparation was investigated. Spermine, in the presence 
of oleic acid, activates the rat brain mitochondrial PLD, whose effect was further enhanced by the presence of 
divalent cation, Ca2+, Mg2+, or Ba2+. Among the various monoamines tested,。머y histamine at the high con
centration was effective in activation the PLD. P이ylysine increased the PLD activity, particularly, the longer 
chain of the molecule activated the PLD more effective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strate 
specificity for the PLD activity between phosphatidylcholine (PC) and phoshpatidylethanolamine (PE). This 
substrate specifitiy is different from the PE specificity reported for the intestin지 mitochondrial PLD.

서 본

Phospholipase D(PLD)는 인지질의 염기 head 

group을 가수분해하여 phosphatidic acid(I为와 free 
head group으로 분리시키는 효소이다. 이때 ethanol이 

나 propanol과 같은 일차 알콜이 존재하면 이 알콜과 

염기 head group을 치환시키는 특징적인 transphosp- 
hatidylation 반옹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섕기는 

phosphatidylalcoh이은 세포내의 효소들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으므로 이 phosphatidylalcohol^] 생성을 

관찰함으로써 PLD의 활성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광범위한 동물세포에서의 PLD 연구 결과 적어도 세 

형태의 PLD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ARF 
같은 작은 G 단백질에 의해 활성화되는 PLTH과 

phosphatidylinositol bisphosphgPIR)를 필요로 하는 

PLD2가 보고되어 있다.3 그 외 올레산에 의해 활성화 

되는 PLD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耳 최근에는 인간 

hPLDl 유전자가 클로닝되어 동물 PLD 연구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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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전개되고 있다.5 hPLDl의 효소 활성은 원형질 

막, 골지막 그리고 핵막에서 검출되었고, 그 PLD의 

생성물인 m는 actin cyctoskeleton을 조절하는 신호분 

자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세포생리 조절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그 외 미토콘드리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PLD 존재 

가능성 이 몇 차례 보고되었다V 효모 미토콘드리아에 

서는 phcsphatidylserine(PS)와 phosjiiatidylethanolainine 
(PE)를 기질로 하며 Ca2+에 의존하는 PLD가 알려져 

있다. 이 PLD는 transphosphatidylation관찰되고 

있지 않아서 기존의 PLD와는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Spermine 같은 polyamine cation들이 미토콘드리아 

permeability transition을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 

spermine에 의한 PLD'활성여부와 미토콘드리아의 전 

위 유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큰 의문을 남기고 있 

다. 특히 쥐 소장 미토콘드리아에서는 spermine 같은 

polyamine을 처리했을 때 PA의 중가가 관찰되어 

PLD 활성과 polyamineS] 상관관계가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9 그러나 쥐 소장 미토콘드리아에는 

phosphatidylchoHne(PC)를 기질로 하는 일반적으로 알 

려진 transphosphatidylation이 가능한 PLD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지 못하다.9 즉 PLD 활성과 상관없이 

spermine에 의해 日가 생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인 PLD 존재가 확인된 쥐 

뇌의 미토콘드리아를 분리하여 in vitm 조건하에서 

PLD 효소 활성에 미치는 spermine 같은 polyamine의 

영향을 조人]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2-palmitoyl pH]-phosphatidylcholine 
은 NEN 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phosphatidylethanol- 
amine(PE)과 phosphatidylethanol(PEt)은 실험실에서 

합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Spermine 등 각종 아민들 

은 모두 Sigm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유기용매 

와 일반시약은 특급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미토콘드리아 분리. 쥐 뇌의 미토콘드리아는 sucrose 

density gradient 방법을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뇌를 

0.32M sucmse에서 균질화시킨 파쇄용액을 먼저 

LOOOXg에서 10분 원심분리 하고 그 상층액을 

L5,(XX)Xg에서 15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crude mito
chondria 분획을 얻었다. 다음에 032 M sucros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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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sion 시킨 미토콘드리아 용액을 1.2M sucrose 
용액위에 얹히고 75,OOOXg에서 2시간 원심분리하여, 

myelin과 synaptosome을 제거하였다. 분리된 미토콘드 

리아는 50mM HEPES(pH 7.0)에 약 U)mg/m가 되 

게 묽혀서 사용하였다.

PLD 활성에세이. PLD 활성 측정은 이미 알려진 

방사성 동위원소 PC를 사용하는 방법을 따랐다.” 최 

종적인 지질 농도는 PC 0.5 mM, PA. 1.5 mM 그리고 

oleate 5 mM 아며 방사능 표지된 PC는 시험관당 0.4 
dCi씩 사용하였다 준비된 지질들은 질소가스로 유기용 

매를 날린 뒤, 최종농도의 2.5배가 되도록 0.1 M 
HEPES(pH 7.0)로 채우고 세포파쇄기로 균질화시켰다. 

각종 금속들과폴리아민들은 각 실험조건에 따라 첨가 

한 뒤 미토콘드리아:효소원을 5山혹은 7.5卩1씩 :넣어 

반옹혼합액이 30 卩1가 되게 하였다. 반웅은 지질혼합체 

를 첨가하면서 시작하고 30气에서 두 시간 뒤에 중지 

시켰다. 활성측정은 생성된 PEt의 양으로 추정하며, 지 

질들을 chloroformzmethanol: 1 N HCl(100:50:3) ■용액 

과 0.1 M KC1 각각 0.5 ml씩 사용하여 유기충으로 

분리한 뒤 말려서 TLC위에 전개하였다. 전개용매는 

ethylacetate: acetic acid: isooctane: H2O(65:15:10:50)°) 

며, authentic PEt와 요오드 발색으로 PEt의 위치를 

확인한 뒤 긁어서 Liquid Scintillation Counters. 계 

측하였다. 모든 측정값들은 반복하여 얻었으며 평균값 

들을 취했다

결과 및 고찰

미토콘드리아 분획의 PLD와 각종 아민들의 영향. 

미토콘드리아에서 PLD 효소활성은 처음 Kanfer 등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올레산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그 효 

소 활성올 증가시킨다고 알려졌다： 본 실험에서는 •올 

레산 존재하에서 -spermine의 효소활성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及g. 1). Spermine의 농도가" 1 mM일 때 

활성이 크게 중가함이 관찰되었으며, 올레산이 없을 때 

는 spermine에 의한 증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Madesh둥에 의흐]면 polyamiiie들 외에 histaminj과 갈 

은 Monoamine들도 소장 미토콘드리아의 RA 생성을 

중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어 9 본 실험에서도 histamine 
과 동시에 염기성 아미노산들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Fig. 2). Spennihe 외에 1 mM 농도에서는 어느 것 

도 PLD 활성을 증가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농도를

2000, Vol 44,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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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spermine on PLD activity in brain mitochon
drial prepartion. The PLD activity was determined with(O)or 
without (D)5mM 이e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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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various amines on PLD activity in the 
mitochondrial preparation. PLD activity was determined 
with 1 mM amines in the presence of 5 mM Ca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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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M까지 중가시켜 보았을 때「histamine만은 활성중 

가를 보여 주었다(Fig. 3). Spermin가 비슷하게 염기 

성 아미노산들로 합성된 polycadon 펩티드들도，미토콘 

드리아의 permeability transition을 저해한다고 보고되 

었다」3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두 가지 분자량의 

polylysine을 사용하여 PLD 효소활성에 미치는 영향올 

측정하였다(Fig. 4). 평균 분자량 1,00网 7,000의 펩 

티드는 각각 0.5 mM과 0.035 mM에서 최적활성을 보 

였으며, 이때 중가폭은 약 2.3~2.7배로 나타났다.

Spermine 염향과 2가 금속들. 소장 미토콘드리아의 

유사 PLD 활성에서 여러 가지 2가 금속 이온(Ca^,

0

Ghondri지 preparation. A, polylysine (Av. M이. Wt 1,000); B, 
polylysine (Av. Mol. Wl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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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divalent metal ions on the spemiine-acti- 
vated PLD in the mitochondral preparation. PLD activity was 
determin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metal ions in the 
presence of 1 mM spermine. O,Ca2+; a, Mg2+; OjBa2*.

Mg2+, Co2+, Ba2+）들이 RA양을 중가시켰으며, 또한 

Ca"의 영향이 spermine에 의한 야、중가를 더욱 강화 

시켜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실험조건에서도 

spermine에 의한 활성화에 Ca?+이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5）. 검토한 2가 금속중 spermine에 의 

한 활성중가는 Ba?+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 

로 sperm血e의 존재하에서의 Ca2*, Mg气 Ba”들은 

각각 3mM, 3mM, 6mM 있을 때 2~3배 정도 

PLD 활성을 더 증가시켰다.

기질 륵이성 Madesh 둥에 의하면 소장 미토콘드리 

아의 유사 PLD는 PE를 기질로 사용한다고 주장하였 

다.踣 본 실험조건에서는 PC를 기질로 사용하여 모든 

PLD 활성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기질 특이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었다. 방사능 표지가 부착 

된 阳를 기질로 人）용하여 PC와의 차이를 측정해보았 

다（7泌Ze 1）. Histamine을 제외한 폴리아민들에 의한 

활성화에서는 PE를 기질로 사용했을 때의 PLD 활성 

도가 PC의 경우에 비교해 약 20% 내외의 차이를 보 

여 주었따. 이는 소장 미토콘드리아 결과와 상이한 것 

으로 뇌 미토콘드리아의 PLD는 상대적으로 기질 특이 

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쥐 뇌의 미토콘드리아 PLD 활성화에 올레산이 필 

요함에 반해 Madesh 둥의 소장 PLD에는•올레산을 

필요로 흐卜지 않았으며, 또한 transphosphatidylation 
반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더구나 

poly amine 같이 permeability transition을 유발하는 

조건에서. 미토콘드리아 PLD가 활성화된다는 보고와 

함께, permeability transition을 특이적으로 막는 

cyclosporin A에 의한 PLD 활성결과를 보고하고있 

어14 spermine의 작용이 서로 모순됨을 보여주고 있 

다. 현재로서는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PLD의 분 

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에 성질이 다른 PLD들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생성물인 PA의 작용도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실험에서 in vitm 조건하에서 쥐 뇌 
미토콘드리아 분획의 PLD가 spengne에 의헤 활성화 

됨을 보여 주었다. 이 결과는 소장 미토콘드리아에서 

얻어진 실험 결과와 다음 사안에서 틀리다. 쥐 뇌 미 

토콘드리아의 PLD에 대한 spermine 효과는 oleate가 

필요하였으며 기질특이성은 낮아 PC나 PE 모두 거의 

비숫하게 작용하였다. 현 실험 결과는 아직 미토콘드리 

아 penneability transition과 PLD와의 상관관계를 밝 

히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지 

원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실험은 이해주의 학사 

논문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쥐 미토콘드리아 분획 

준비와 방사성 동위 원소사용둥은 서울대학교 신경화 

학연구실의 도움을 받았으며, 실험방법을 지도해준 홍 

성택에게 감사한다.

Table I. Substrate specificity of various amine effects on the PLD activity in mitochondrial preparation

PE PC PEZPC

Activities (cpm) Activities (cpm) Activity Ratio (%)

Spermine 1 mM 1761 2232 78.9
Histamine lOmM 1749 1487 117.6
Polylysine 0.5 mM 2044 2350 87.0

2000, Vol. 44,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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