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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과학뉴스]후라보노로 항생제를 만든다
[ 2014년 05월 25일 ]

‘후라보노로 항생제를 만든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라보노껌’은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 색소인 ‘플라보노이드’를 첨가해 만들었다. 후
라보노의 바른 표기는 플라보노이드(flavonoid)다.

플라보노이드는 식품에 널리 분포하는 노란색 계통의 색소로 녹차 등에 많이 포함돼 있다. 플라보노이드는
항균·항암·항바이러스·항알레르기·항염증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 생체 내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플라보노이드계 물질 개발과 활용에 관심이 높
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플라보노이드를 활용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엄수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박기훈 경상대 교수가 주도하고, 이영진·윤형섭 광주과학기술원 박사과정
학생과 류영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가 참여한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조
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뉴라미니다아제’에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
연구팀은 플라보노이드와 뉴라미니다아제의 관계를 연구하고 신약개발에 필수인 원자 수준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혔다. 뉴라미니다아제는 조류독감, 복막염 등을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성 박테리아의 감
염과 증식에 필수인 숙주세포인식 단백질이다. 이 때문에 항균제나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표적효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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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기존 뉴라미니다아제를 표적으로 하는 항균·항바이러스제는 뉴라미니다아제와 결합해 효소 활성을 저해하
는 시알산 유도체 연구로 개발됐다. 대표적인 약품인 타미플루·리렌자 등이 독감 환자를 표적으로 처방되
고 있다.
하지만 인체 내 부작용 가능성, 낮은 생체 이용률이 단점이다. 최근에는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
러스가 출현해 새로운 뉴라미니다아제 억제제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플라보노이드는 기존 항바이러스제 약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경구·비경구투여, 다른 치료제와 병용 투여(칵
테일 요법)를 활용한 효능 보완이 가능해 기대를 받아왔다. 다만 신약 개발에 필수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
차원 구조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플라보노이드 계열 천연물질을 추출해 분리 정제했고 이 중 특정 천연물질이 뉴라
미니다아제 억제 효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플라보노이드 간 비교로 항뉴라
미니다아제 신약 개발에 중요한 표적 천연물질의 화학 작용기를 확인했다.
항뉴라미니다아제 활성을 보이는 천연물질 중 최고 효능을 보이는 디플라콘을 표적으로 효소 동력학 연구
를 수행한 결과 디플라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뉴라미니다아제 억제 효능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또
원자 수준에서 뉴라미니다아제와 디플라콘의 3차원 복합체 구조를 규명해 효소 활성 부위에서 디플라콘의
화학 결합 정보를 제공했다.
연구팀은 항 뉴라미니다아제 개발에 3차원 구조 정보를 바로 사용해 항바이러스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데 1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플라보노이드 유래 항뉴라미니다아제 신약개발을 위한 천
연물질 최적화, 동물실험 등 추가연구를 거쳐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약이 개발되면 조류독
감이나 복막염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고 특히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추출한 천연물질 중 플라보노이드의 항뉴라미니다아제 효능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뉴라미니다아제-플라보노이드 복합체 구조를 규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항뉴
라미니다아제를 표적으로 한 천연 플라보노이드 유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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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팀
생명과학 / (바이오통신원) 미래창조과학부 ( 2014-05-21 )

추천 : 2 | 조회: 1122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에 결
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규명,
천연물 유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플라보노이드(Flavonoid) : 식물에 다량 존재하며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천연색소
**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 : 조류독감, 복막염 등을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성 박테리아의 감염
과 증식에 필수적인 숙주세포인식 단백질로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표적효소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공동 교신저자)가 주도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이영진․윤형섭 박사과정
학생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영배 박사(공동 제1저자)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
원사업(핵심)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D(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5월호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Structural basis of sialidase in complex with geranylated flavonoids as potent natural inhibitors)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힌 뒤, 나아가 이 플라보노이
드와 뉴라미니데이즈와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적 방법으로 밝혀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도 뉴라
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함에 따라 향후 플라보노이드 기반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알산(sialic acid) : 당단백질이나 당지질의인 아미노당으로 뉴라미니데이즈의 기질로 작용함
구체적으로 디플라콘*이 복막염이나 가스 괴저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클로스트리디움)의 뉴라미니데이즈와 원자수
준에서 어떻게 결합하여 효소기능을 억제하는지 확인했다.
* 디플라콘 : 플라보노이드 가운데 하나로 플라보노이드 기본골격에 제라닐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되어 부작용의 가
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엄 교수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는 상항에서“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연구결과 개요
1. 연구배경
기존 뉴라미니데이즈를 표적으로 하는 항균‧항바이러스제는 기질 경쟁적으로 뉴라미니데이즈와 결합하여 효소 활성을
저해하는 기질인 시알산의 유도체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었고, 주요하게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글로벌 신약으로 타미플
루‧리렌자‧페라미비르 등이 독감 환자를 표적으로 처방되고 있다.
하지만 인체 내 부작용의 가능성, 낮은 생체 이용률의 단점과 함께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
로 말미암아 새로운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 개발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적 선도물질을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많은 선도물질 중 자연에 존재하
며 독성이 거의 없는 천연물질들의 항뉴라미니데이즈 효능이 입증되었는데, 이들 중 플라보노이드가 전체의 66%(2012
년 기준)를 차지함이 보고되었다.
천연물 유래의 플라보노이드는 기존 항바이러스제의 약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경구・비경구투여 및 다른 치료제와 병용 투
여(칵테일 요법) 효능의 보완 증대와 부작용 효과를 감수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의 유망한 선도물질이나 플라보노이드 자체
의 불용성이 높아,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구조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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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천연물질을 추출 및 분리 정제하였고, 이 중 특정 천연물질들이 뉴라미니데
이즈 억제 효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는 플라보노이드 간 비교를 통하여 항뉴라미니데이즈
신약 개발에 중요한 표적 천연물질들의 화학 작용기를 확인하였다.
항뉴라미니데이즈 활성을 보이는 천연물질들 중 최고 효능을 보이는 디플라콘을 표적으로 효소 동력학 연구를 수행한 결
과 디플라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뉴라미니데이즈 억제 효능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기질에 상대적으로 높은 친
화도에 의해서 뉴라미니데이즈와 결합 후 기질보다 느리게 해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자 수준에서 뉴라미니데이
즈와 디플라콘의 삼차원 복합체 구조를 규명하여 효소의 활성 부위에서 디플라콘의 화학 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림 2). 이 복합체 구조와 인간・독감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플라보노이드의 뉴라미니데이
즈 억제 효능을 응용한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에 유망한 선도물질로 활용될 수 있음을 추가로 입증하였고, 복합체 구조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해 플라보노이드의 효능 개선 전략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3. 기대효과
본 연구팀이 추출한 천연물질 중 플라보노이드의 항뉴라미니데이즈 효능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뉴라미니
데이즈-플라보노이드의 복합체 구조를 규명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성과는 현재까지 보고된 많은 플라보노이
드 천연물질들이 표적 효소 활성 부위에 어떠한 결합 모드로 효소 활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원자수준에서
세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항뉴라미니데이즈를 표적으로 한 천연 플라보노이드 유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를 획기
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결과문답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뉴라미니데이즈의 잘 알려진 억제제인 타미플루, 리렌자 등과는 전혀 다른 천연물 유래 플라보노이드 화합물과의 복합체
삼차구조를 규명함
어디에 쓸 수 있나
플라보노이드는 기존의 항균, 항바이러스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에 대한 저해제로서, 천연물 유래 신약개발에 활용이 가능
함
실용화까지 필요한 시간은
항 뉴라미니데이즈 개발에 삼차구조 정보를 바로 사용하여 항바이러스 후보물질을 도출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임
실용화를 위한 과제는
플라보노이드 유래 항 뉴라미니데이즈 신약개발을 위한 천연물질 최적화, 동물실험 등의 추가연구가 필요함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타미플루, 리렌자 등 상용화된 항 뉴라미니데이즈에 대한 내성균에 대한 대책으로, 천연물 유래 플라보노이드의 저해제로
서의 기능에 관심을 갖게 됨
에피소드가 있다면
천연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용해도를 높이는 과정과 삼차구조 해석과정에서 어려움이 커 여러 번 포기하려 하였으나 열
정과 노력으로 규명할 수 있었음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추가적인 천연 플라보노이드 유래 항뉴라마니데이즈의 연구를 통해 인체 내에서의 독성 문제해결 및 내성균에 대해 저해
활성을 가진 천연물유래 신약을 개발하고자 함
신진연구자를 위한 한마디
연구 중 발생하는 여러 난관에 물러서지 말고, 자연이 숨겨놓은 퍼즐을 슬기롭게 풀어 신비에 감춰진 과학적 의미를 밝혀
나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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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플라보노이드 화학구조 및 뉴라미니데이즈 저해농도(IC50)
(A) 오동나무에서 추출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기본 골격화학구조
(B) 오동나무에서 추출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들의 항 뉴라미니데이즈 활성도.
오른쪽에 기재된 수치는 뉴라미니데이즈 저해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의 가장 아래에 있는 화합물 디플라콘
(Diplacone)이 가장 높은 저해제 활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뉴라미니데이즈-플라보노이드(디플라콘) 복합체 구조
(A) 디플라콘(녹색, 막대모양)이 결합하고 있는 뉴라미니데이즈의 삼차원 복합체 구조로 프로펠러의 β병풍구조(연두색)
를 기본골격으로 하여 2개의 짧은 α-나선구조(자주색)가 연결고리(노란색)를 통해 이어져 있다.
(B) 뉴라미니데이즈 활성부위 확대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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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자(빨간색, W1,W2)를 포함한 수소결합이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 연구성과의 모식도
오동나무의 잎․줄기(상단 왼쪽)에서 추출된 천연 플라보노이드인 디플라콘(상단 화살표)을 이용하여 병원성 세균 및 바이
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것을 확인(상단 오른쪽). 이를 토대로 X-선 결정학을 이용하여 뉴라미니
데이즈-플라보노이드(디플라콘)의 원자 수준 해상도의 삼차원 복합체 구조(아래)를 규명, 천연 플라보노이드 기반 새로운
항뉴라미니데이즈 신약개발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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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의 내성 극복할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3차원 구조 규명 □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에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

o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규명,
천연물 유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플라보노이드(Flavonoid) : 식물에 다량 존재하며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천연색소
**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 : 조류독감, 복막염 등을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성 박테리아의 감염과 증식에
필수적인 숙주세포인식 단백질로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표적효소

o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공동 교신저자)가 주도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이영진·윤형섭 박사과정
학생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영배

박사(공동

제1저자)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D(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5월호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Structural basis of sialidase in complex with geranylated flavonoids as potent natural inhibitors)
□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힌 뒤, 나아가 이
플라보노이드와 뉴라미니데이즈와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적 방법으로 밝혀냈다.

o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도
뉴라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함에 따라 향후 플라보노이드 기반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알산(sialic acid) : 당단백질이나 당지질의인 아미노당으로 뉴라미니데이즈의 기질로 작용함

o 구체적으로 디플라콘*이 복막염이나 가스 괴저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클로스트리디움)의 뉴라미니데이즈와
원자수준에서 어떻게 결합하여 효소기능을 억제하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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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플라콘 : 플라보노이드 가운데 하나로 플라보노이드 기본골격에 제라닐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되어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o 엄 교수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항에서“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상세내용
연구결과개요
1. 연구배경
기존 뉴라미니데이즈를 표적으로 하는 항균‧항바이러스제는 기질 경쟁적으로 뉴라미니데이즈와 결합하여 효소 활성을
저해하는 기질인 시알산의 유도체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었고, 주요하게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글로벌 신약으로
타미플루‧리렌자‧페라미비르 등이 독감 환자를 표적으로 처방되고 있다.
하지만 인체 내 부작용의 가능성, 낮은 생체 이용률의 단점과 함께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 개발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적 선도물질을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많은 선도물질 중 자연에 존재하며
독성이 거의 없는 천연물질들의 항뉴라미니데이즈 효능이 입증되었는데, 이들 중 플라보노이드가 전체의 66%(2012년 기준)
를 차지함이 보고되었다.
천연물 유래의 플라보노이드는 기존 항바이러스제의 약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경구・비경구투여 및 다른 치료제와 병용 투여
(칵테일 요법) 효능의 보완 증대와 부작용 효과를 감수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의 유망한 선도물질이나 플라보노이드 자체의
불용성이 높아,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구조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2.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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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천연물질을 추출 및 분리 정제하였고, 이 중 특정 천연물질들이 뉴라미니데이즈
억제 효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는 플라보노이드 간 비교를 통하여 항뉴라미니데이즈 신약
개발에 중요한 표적 천연물질들의 화학 작용기를 확인하였다.
항뉴라미니데이즈 활성을 보이는 천연물질들 중 최고 효능을 보이는 디플라콘을 표적으로 효소 동력학 연구를 수행한 결과
디플라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뉴라미니데이즈 억제 효능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기질에 상대적으로 높은 친화도에
의해서 뉴라미니데이즈와 결합 후 기질보다 느리게 해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자 수준에서 뉴라미니데이즈와
디플라콘의 삼차원 복합체 구조를 규명하여 효소의 활성 부위에서 디플라콘의 화학 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림
2). 이 복합체 구조와 인간・독감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플라보노이드의 뉴라미니데이즈 억제
효능을 응용한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에 유망한 선도물질로 활용될 수 있음을 추가로 입증하였고, 복합체 구조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해 플라보노이드의 효능 개선 전략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3. 기대효과

본 연구팀이 추출한 천연물질 중 플라보노이드의 항뉴라미니데이즈 효능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뉴라미니데이즈-플라보노이드의 복합체 구조를 규명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성과는 현재까지 보고된 많은
플라보노이드 천연물질들이 표적 효소 활성 부위에 어떠한 결합 모드로 효소 활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원자수준에서 세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항뉴라미니데이즈를 표적으로 한 천연 플라보노이드 유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결과문답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뉴라미니데이즈의 잘 알려진 억제제인 타미플루, 리렌자 등과는 전혀 다른
천연물 유래 플라보노이드 화합물과의 복합체 삼차구조를 규명함

어디에 쓸 수 있나

플라보노이드는 기존의 항균, 항바이러스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에 대한
저해제로서, 천연물 유래 신약개발에 활용이 가능함

실용화까지 필요한 시간은

항 뉴라미니데이즈 개발에 삼차구조 정보를 바로 사용하여 항바이러스
후보물질을 도출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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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를 위한 과제는

플라보노이드 유래 항 뉴라미니데이즈 신약개발을 위한 천연물질 최적화,
동물실험 등의 추가연구가 필요함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타미플루, 리렌자 등 상용화된 항 뉴라미니데이즈에 대한 내성균에 대한
대책으로, 천연물 유래 플라보노이드의 저해제로서의 기능에 관심을 갖게 됨

에피소드가 있다면

천연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용해도를 높이는 과정과 삼차구조 해석과정에서
어려움이 커 여러 번 포기하려 하였으나 열정과 노력으로 규명할 수 있었음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신진연구자를 위한 한마디

추가적인 천연 플라보노이드 유래 항뉴라마니데이즈의 연구를 통해 인체
내에서의 독성 문제해결 및 내성균에 대해 저해활성을 가진 천연물유래 신약을
개발하고자 함

연구 중 발생하는 여러 난관에 물러서지 말고, 자연이 숨겨놓은 퍼즐을
슬기롭게 풀어 신비에 감춰진 과학적 의미를 밝혀나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함

용어설명
1.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 D(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 IUCr (국제결정학연합)에서 발행하는 생체 결정학 분야 학술지 (2012년 기준 영향력 지수 14.103 / 생물물리화학분야
상위 1.4%)

2.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
○ 세포 내 시알산의 당 가수분해효소로 독감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병원성 세균의 숙주세포
인식단백질(N항원)이다. 병원균의 감염과 증식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세균의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신약 개발
표적 단백질로 주목받고 있다.

3. 플라보노이드
○ 동・식물을 포함하는 자연에 널리 분포하는 천연색소로 특히 식물의 각 부위에 다량 존재한다. 녹차 잎의 경우 30% 정도가
플라보노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성이 거의 없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 항알레르기,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을 지니고 있어 플라보노이드계 신약 또는 건강 보조제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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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플라콘(Diplacone)
○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 플라보노이드 기본골격에 작용기로 제라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짙은
노란색소를 띄며 높은 항뉴라미니데이즈 활성을 보인다.

그림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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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플라보노이드 화학구조 및 뉴라미니데이즈 저해농도(IC50)
(A) 오동나무에서 추출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기본 골격화학구조
(B) 오동나무에서 추출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들의 항 뉴라미니데이즈 활성도.
오른쪽에 기재된 수치는 뉴라미니데이즈 저해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의 가장 아래에 있는 화합물 디플라콘(Diplacone)이
가장 높은 저해제 활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뉴라미니데이즈-플라보노이드(디플라콘) 복합체 구조
(A) 디플라콘(녹색, 막대모양)이 결합하고 있는 뉴라미니데이즈의 삼차원 복합체 구조로 프로펠러의 β병풍구조(연두색)를
기본골격으로 하여 2개의 짧은 α-나선구조(자주색)가 연결고리(노란색)를 통해 이어져 있다.
(B) 뉴라미니데이즈 활성부위 확대그림
물분자(빨간색, W1,W2)를 포함한 수소결합이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것을 보여준다.

http://www.bioin.or.kr/print.do

2014-06-03

바이오인(Biotech Information Portal Site)

페이지 7 / 8

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성과명

실마리 규명

조회

295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및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사업명

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기관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구조생물연구센터사업
엄수현

연구자명

2014-05-21

등록일

발간일

2014-05-21

http://www.msip.go.kr/www/brd/m_211/view.do?
내용바로가기

seq=174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
&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평점

천연물질+플라보노이드서+항생제+개발+실마리+규명.hwp (129.536

다운로드 수 : 57회

KB)
평점이 없습니다.

그림 3. 연구성과의 모식도
오동나무의 잎·줄기(상단 왼쪽)에서 추출된 천연 플라보노이드인 디플라콘(상단 화살표)을 이용하여 병원성 세균 및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데이즈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것을 확인(상단 오른쪽). 이를 토대로 X-선 결정학을 이용하여
뉴라미니데이즈-플라보노이드(디플라콘)의 원자 수준 해상도의 삼차원 복합체 구조(아래)를 규명, 천연 플라보노이드 기반
새로운 항뉴라미니데이즈 신약개발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목록

이전글

국산 글로벌 항암제의 꿈, 현실화 가능성 열려

다음글

암 관련 유전자 검색 엔진 개발

열람하신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등록

친구에게 이 자료를 추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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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항생제와 결합하는 가장 작은 앱타머 개발

2013-11-28

누에 이용 사료첨가용 천연항생제 개발

2013-10-11

항생제의 개발 동향

2013-08-07

남극 생물 이용하여 대량 항생제 개발 기초 마련

2013-07-23

닭의 면역성 높이는 ‘항생제 대체제 개발’

2012-04-26

가상세포를 이용하여 병원균 잡는 신규 항생제 개발 길 열어

2011-01-21

식물유용세균 유전체 정보 해독으로 다제내성균 대응 항생제

2010-11-16

항생제 acyldepsipeptide와 ClpP 복합체 구조 연구를 통한 단백질 분해 효소 ClpP의 활성기전 규명

2010-09-02

내성균에 효능을 갖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 가능성 열려

2010-03-22

http://www.bioin.or.kr/pri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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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 식물색소 성분 중 항생제 효능 확인
미래부, "조류독감 치료제 개발 가능성 제시"
강찬우 ehealth@ehealthnews.net

국내 연구팀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식물색소에서 조류독감 등의 항균제 및 항바
이러스제 효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 연구팀이 오동나
무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인 플라보노이드(Flavonoid)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
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의 활성 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20일
밝혔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다량 존재하며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천연색소다.
뉴라미니데이즈는 조류독감, 복막염 등을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성 박테리아
의 감염과 증식에 필수적인 숙주세포인식 단백질로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표
적효소를 말한다.
연구팀은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
이 뉴라미니데이즈와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천연물에서 유래한 항균·항바이
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아 부작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미래부는 강조했다.
엄 교수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데
이즈 억제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항"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
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
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래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
생물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 연구 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인 '악타 크리스털로그래피카 섹션D(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5월호에 게재됐다.
2014-05-20 18:01
Copyright(c) E-헬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E-mail. webmaster@ehealth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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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프린트하기

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의 내성 극복할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3차원 구조 규명

글쓴이

: pharmnewsteam

기사입력

: 2014-05-21 21:47:29

글주소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newsid=1400654529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니
데이즈에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
호작용을 규명, 천연물 유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공동 교신저자)가 주도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이영진,
윤형섭 박사과정 학생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영배 박사(공동 제1저자)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
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구센터사업 등
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D(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5월호에 게재됐다.(논문명: Structural basis of sialidase in complex with
geranylated flavonoids as potent natural inhibitors)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힌 뒤, 나아가
이 플라보노이드와 뉴라미니데이즈와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적 방법으로 밝혀냈다.

http://medicalworldnews.co.kr/news/print.php?newsid=14006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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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도 뉴라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함에 따라 향후 플라보노이
드 기반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디플라콘이 복막염이나 가스 괴저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클로스트리디움)의 뉴라미니데
이즈와 원자수준에서 어떻게 결합하여 효소기능을 억제하는지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
되어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http://medicalworldnews.co.kr/news/print.php?newsid=14006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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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교수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항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
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플라보노이드(Flavonoid)는 식물에 다량 존재하며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천연색소다.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는 조류독감, 복막염 등을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성 박테리아의
감염과 증식에 필수적인 숙주세포인식 단백질로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표적효소다.

디플라콘는 플라보노이드 가운데 하나로 플라보노이드 기본골격에 제라닐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 연구결과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
bo_table=pds&wr_id=102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http://medicalworldnews.co.kr/news/print.php?newsid=14006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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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홈 > 정책/동향

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단백질 상호작용에 대한 3차원 구조 규
명
기사입력 2014-05
-20 18:30:34

[산업일보 이강은 기자] 뉴라미니데이
즈의 잘 알려진 억제제인 타미플루, 리
렌자 등과는 전혀 다른 천연물 유래 플
라보노이드 화합물과의 복합체 삼차구
조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천연물 유래
신약개발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
에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
합체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플라보
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규명, 천연물 유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공동 교신저자)가 주도하
고 광주과학기술원 이영진․윤형섭 박
사과정 학생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
영배 박사(공동 제1저자)가 수행한 이
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과 광주과학

http://www.kidd.co.kr/news/1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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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구센
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
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D(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5월호
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
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
능이 있음을 밝힌 뒤, 나아가 이 플라
보노이드와 뉴라미니데이즈와 복합체
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적 방법
으로 밝혀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 기반의 타
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
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도
뉴라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함에 따
라 향후 플라보노이드 기반의 항균‧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디플라콘이 복막염이나 가
스 괴저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클
로스트리디움)의 뉴라미니데이즈와 원
자수준에서 어떻게 결합해 효소기능을
억제하는지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
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
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돼 부작
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
다.
엄 교수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 개발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는 상항에서“이번 연구
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
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데
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
라고 의의를 밝혔다.

http://www.kidd.co.kr/news/1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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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구조 규명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
뉴스일자: 2014년05월21일 15시33분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에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
백질의 상호작용을 규명, 천연물 유래 항균· 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보노이드(Flavonoid)는 식물에 다량 존재하며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천연색소이며, 뉴라미
니데이즈(Neuraminidase)는 조류독감, 복막염 등을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성 박테리아
의 감염과 증식에 필수적인 숙주세포인식 단백질로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표적효소이
다.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공동 교신저자)가 주도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이영진․윤형섭 박사과정 학생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영배 박사(공동 제1저자)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
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D(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5월호에 게재되었다. (논문
명: Structural basis of sialidase in complex with geranylated flavonoids as potent natural
inhibitors)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힌
뒤, 나아가 이 플라보노이드와 뉴라미니데이즈와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적 방법으
로 밝혀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
노이드계 천연물도 뉴라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함에 따
라 향후 플라보노이드 기반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알산(sialic acid)은 당단백질이나 당지질의인 아미노당으로 뉴라미니데이즈의 기질로 작용한
다,
구체적으로 디플라콘이 복막염이나 가스 괴저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클로스트리디움)의 뉴
라미니데이즈와 원자수준에서 어떻게 결합하여 효소기능을 억제하는지 확인했다.
디플라콘은 플라보노이드 가운데 하나로 플라보노이드 기본골격에 제라닐 구조를 갖는 것이 특
징이다.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
으로 계산되어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엄 교수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데이즈 억제
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항에서“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
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
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emddaily.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http://www.emddaily.com/print_paper.php?number=11707&news_article=nm_news_... 2014-06-03

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페이지 1 / 1

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의 내성 극복할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대
한 3차원 구조 규명
뉴스일자: 2014년05월20일 23시20분

[여성종합뉴스]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
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에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규명, 천연물 유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공동 교신저자)가 주도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이영
진․윤형섭 박사과정 학생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영배 박사(공동 제1저자)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미
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구
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
피카 섹션D(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5월호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Structural basis of
sialidase in complex with geranylated flavonoids as potent natural inhibitors)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힌 뒤, 나
아가 이 플라보노이드와 뉴라미니데이즈와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적 방법으로 밝혀냈
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
계 천연물도 뉴라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함에 따라 향후 플라
보노이드 기반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디플라콘*이 복막염이나 가스 괴저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클로스트리디움)의 뉴라미
니데이즈와 원자수준에서 어떻게 결합하여 효소기능을 억제하는지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되어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엄 교수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 개
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항에서“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
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womannew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http://www.womannews.net/print_paper.php?number=23279&news_article=news_art...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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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천연 식물색소 성분 중 항생제 효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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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 꽃.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에서 항생제 효능을 확인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 연구팀
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인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
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의 활성 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20일 밝혔
다.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연구팀은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이 뉴라미니데이즈와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
힘으로써 천연물에서 유래한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했다.

▶ 더보기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아 부작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미래부는 강조했다.

▶ 더보기

엄수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
성을 보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신문·박민지 기자 news@ksinmun.com

항생제 조류독감 단백질 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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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Type 2 Diabetic?
endobarriertrial.com
New Type 2 Diabetes Clinical Trial. Non-surgical, No Cost. Learn More.
- 건강뉴스

유난히 피곤하고 소변이 자주 마렵
“아무리 해도 안되는 ‘V라인’ 효과
시니컬한 사람 '치매' 위험 3배
지난 30년 글로벌 비만율 크게 증

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항바이러스제 내성 극복할 상호작용 3차원 구조 밝혀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

존슨앤존스 백혈병 치료 신약 말기
“부작용 NO! 일상 복귀가 빠른 간
우울증치료제 폐경 여성 안면홍조

인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에 결합된 3차원 구조
를 밝혀냈다.
이는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플라보노이드와 병원
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규명, 천연물 유래 항균

맑은 이슬과 신선

아름다운 꽃과 동

·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 공기로 마음까

물이 어우러진 동

된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가 주도한 이

언제든 살 빼면 건강에 이롭다

번 연구는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힌 뒤 나

'비타민 E' 종류 따라 폐기능 개선

아가 이 플라보노이드와 뉴라미니데이즈와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적 방법으로 밝혀냈
다.

아이들 채소 좋아하게 하려면 2살
로슈, 유전자 서열 분석 회사 제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
계 천연물도 뉴라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함에 따라 향후 플라
보노이드 기반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트레스' 받는 남성 불임 될라?
“아무리 해도 안되는 ‘V라인’ 효과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돼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한다.
침구가부

이에 엄수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
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희 | 청홍(지상사)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D 5월호에 게재됐다.
/강연욱 기자

우리나라 한의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명
나라 이천의 의학입문은 정문 자체가 암송하
기 쉽도록 가부로 이뤄져 있다. 또한 이시진의

관련 기사
내 얼굴에 여드름일까? 모낭염일까?
통증도 극복하는 ‘긍정의 힘’
고령화 사회와 전립선건
강

목 디스크 수술 후, 뼈 확인 더 쉽게 진단 가능해진다
여성들의 갱년기에 대한 인식 점점 높아져
'비타민 D' 보충 천식 증상 못 줄인다
유전자 검사로 간암 발생-간암환자 생존기간 예측 가능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
김택상 교수

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들 한 번씩

양성자치료를 이용한 소아뇌종양치료 효과 확인

자세교정 등에 탁월한 '벨리댄스' 매력에
“저에게 있어 운동은 ‘힐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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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와 가족들이 믿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최근 경영 악화 등 여러 가지
노성훈 교수

이유로 좋지 않은 의료계 상황
으로 병원들이 속속 설립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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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2014/05/21 09:48
김대영 기자[kdy2659@hanmail.net]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
니데이즈에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내 주목된다.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
호작용을 규명, 천연물 유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공동 교신저자)가 주도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이영진
&#8228;윤형섭 박사과정 학생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영배 박사(공동 제1저자)가 수행한 이번 연구
에서는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힌 뒤, 이 플라
보노이드와 뉴라미니데이즈와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적 방법으로 밝혀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
계 천연물도 뉴라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함에 따라 향후 플라보
노이드 기반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
산돼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엄 교수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 개발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
을 보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
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D
(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5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명: Structural basis of sialidase in complex with geranylated flavonoids as potent natural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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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질로 조류독감 증식효소 잡는다
국내연구진, 오동나무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병원성 박테리아 억제 규명

기사입력 2014.05.20 | 최종수정 2014.05.20 | 송병훈 | tolry418@hellodd.com

최근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에 새로운 대응책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발표되 화제다.
국내 연구진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복막염 증식의 핵심효소인 뉴라미니
데이즈 억제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엄수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박기훈 경상
대 교수가 주도하고 이영진, 윤형섭 광주과학기술원 박
사과정과 류영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가 수행했다.
연구팀은 뉴라미니데이트 활성 억제 효능뿐만 아니라 두
효소의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밝혀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인체 내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 억제제 타미플루,
리렌자 등이 아닌 천연물로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 있음을 규명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가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부작용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
물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할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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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5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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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 추출액에서 항생제 효능 발견
2014년 05월 21일 (수) 20:43:41

헬스메디

webmaster@healthmedi.net

오동나무에 들어 있는 천연색소가 항생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 연구팀이 오동나무에서 추출
한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을 일으키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20일 밝혔다.

뉴라미니데이즈는 바이러스 외피 막에 있는 당단백질 효소로 뉴라민산을 가수분해해 시알산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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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다.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로 침입하거나 빠져나올 때 역할을 한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뉴라미니데이즈를 억제하는 약이 신종플루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타미플루
다.
이번에 밝혀진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으므로 부작용
가능성은 낮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엄수현 교수는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이 뉴라미니데이즈와 결합된 3차원 구조가 밝혀짐에 따라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표적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
물 신약 개발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인 ‘악타 크리스털로그래피카
섹션D’ 5월호에 발표됐다. 이재일기자 /사진=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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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질 항생제 개발 실마리 찾았다
입력 : 2014.05.20 17:50

국내 연구진이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
AD
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에 오동나무
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 이에따라 새로운
기전의 천연물질 항생제 개발에 대한 기
대감이 나온다.
연구진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
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힌 뒤, 이 플라보노이드와 뉴라
미니데이즈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적 방법을 통해 알아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을 기반으로
한 타미플루, 리렌자 등의 뉴라미니데이
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
도 뉴라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한 것이다.
연구진은 디플라콘이 복막염이나 가스 괴저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클로스트리디움)의 뉴라미니
데이즈와 원자수준에서 어떻게 결합해 효소기능을 억제하는지 확인했다.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
돼,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공동 교신저자)의 주도로 광주과학기술원 이영진·
윤형섭 박사과정 학생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영배 박사(공종 제1저자)가 진행한 이번 연구는 미래
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엄 교수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 개
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 뉴
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D(Acta Crystallographica Secti
on D) 5월호에 게재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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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2014년 05월 20일 (화) 1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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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의 내성 극복할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3차원 구조
규명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
미니데이즈에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
의 상호작용을 규명, 천연물 유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공동 교신저자)가 주도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이
영진․윤형섭 박사과정 학생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영배 박사(공동 제1저자)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
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
그래피카 섹션D(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5월호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Structural basis of sialidase in complex with geranylated flavonoids as potent natural
inhibitors)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힌 뒤, 나
아가 이 플라보노이드와 뉴라미니데이즈와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적 방법으로 밝혀냈
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
드계 천연물도 뉴라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함에 따라 향후 플
라보노이드 기반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디플라콘*이 복막염이나 가스 괴저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클로스트리디움)의 뉴라
미니데이즈와 원자수준에서 어떻게 결합하여 효소기능을 억제하는지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되어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엄 교수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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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항에서“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
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 환경방송(http://www.ecob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http://www.ecob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8995

201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