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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융합기술 활용 생합성경로 재설계기술 구축에 의한 비만억제제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새로운 기능을 갖는 유용천연물 유도체 화합물은 자연계에 미량존재하거

나 화학적 합성을 통한 생산 효율이 낮아, 생물공학적 방법을 통한 효율적 

생산기술이 필요함. 특히, 생합성경로 재설계기술에 의한 신약 선도물질 개

발 및 생산은 생물공학 연구에 있어서 첨단 연구방향으로 대두되고 있음. 따

라서, 방사선 돌연변이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미생물 균주개발과 생물변환기

술은 유용천연 화합물로부터 생리학적 활성이 증대된 신약선도물질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이 될 수 있어 본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 수행될 맞춤형 

산업미생물로부터 비만 억제제 개발은 지적재산권·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어 제약‧ 산업적 측면에서 그 잠재적 기대치는 상당하리라 예

상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과 범위가 연구개발에 포함되었다.

   1. 이소플라본화합물의 특성 분석 및 방사선융합기술 고활성 유전자 발굴/균주 탐색

  

   2. 목적물질(8,7,4'-trihydroxyisoflavone, 7,3' ,4'-trihydroxyisoflavone)생산을 위한  

     생합성 대사회로 설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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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치특이적 수산화 반응을 위한 재조합 반응균주 및 효소의 최적화 

  4. 비만억제제 생산을 위한 생물전환 요소기술 확립 및 반응조건 확립

  5. 목적물질 비만억제 효능 검증

Ⅳ. 연구개발결과 

  1. 이소플라본화합물의 특성 분석 및 방사선융합기술 고활성 유전자 발굴/균주 탐색:  

목적물질의 분석 방법 및 방사선융합기술 기반 고활성 유전자를 선별하였으며 반응성이 

높은 균주를 선별하였음

  2. 목적물질(8,7,4'-trihydroxyisoflavone, 7,3' ,4'-trihydroxyisoflavone)생산

을 위한 생합성 대사회로 설계/구축: 선별된 균주에서 분자진화기법을 이용

한 생합성 돌연변이 유전자 클로닝 및 발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재조합된 

균주로부터 목적물질(비만억제제)의 반응성을 확인하였음

  3. 위치특이적 수산화 반응을 위한 재조합 반응균주 및 효소의 최적화: 수

산화반응 최적화를 위한 자가충족형 효소개발을 개발하였으며, 조효소 재생

산 시스템 확인 및 타겟물질(비만억제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산화환원효소

의 전자전달계 반응 최적화를 수행함

  4. 비만억제제 생산을 위한 생물전환 요소기술 확립 및 반응조건 확립: 생

변환에 의한 타겟물질 생산의 최적화를 위한 용매 선정/세포 투과 조건 확립

하였으며, 효소/세포의 안정성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실 규모의 Batch 

공정을 구축하였음

  5. 목적물질 비만억제 효능 검증: 타겟물질 (8,7,4'-trihydroxyisoflav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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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4'-trihydroxyisoflavone)을 이용하여 비만 세포주 (3T3-L1) 분화과정 중 

지방형성을 억제 및 고지방식 동물실험을 통한 비만억제 효과를 확인하였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는 방사선 돌연변이 기술이용 고활성 돌연변이 유전자 발굴 및 비

만억제제 생산을 위한 생합성 대사경로를 재설계기술로서 독창적이며 생리

활성물질 개발 분야에 핵심기술을 제공함. 또한, 방사선 기술 기반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의약품등 다양한 고기능성 바이오물질 라이브러리를 구축 할 

수 있어 잠재적 가치가 상당히 큼. 또한 대형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Seed 연

구 과제로 방사선융합 효소개량 기술개발에 의한 맞춤형 고효율 산업균주로

부터 생리활성물질을 대량생산함으로써, 지적재산권·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어 제약‧ 산업적 측면에서 그 잠재적 기대치는 상당하리라 예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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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iscovery of anti-obesity agents from biosynthetic engineering by 

radiation fusion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is project will provide the solution to the production of               

anti-obesity agents using the microbial biotransformation process of 

biosynthetic engineering by radiation fusion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bioactive compound which can be applied to new bio-functional 

materials due to biological effects using regio-specific hydroxylation 

isoflavone which can bring new biological properties. By the completion 

of this project isoflavone derivatives targeted for the modification and 

mass production will be optimized. This strategy will provide a core 

technology for development of drugs as a new concept and categor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project, it will be provided a solution to the production of 

bioactive compounds like anti-obesity agents using microbial process from 

radiation technology of biosynthetic engineering. Development of base 

technology for the production of anti-obesity agent on lab-scale will be 

achieved and the biological effect will be evaluated.

1. Biosynthetic engineering for production of anti-obesity agents

 

2. Construction and optimization of smart strain



- v -

3. Production of anti-obesity agents and reaction process          

optimization 

4. Evaluation of anti-obesity agents in vitro and in vivo

Ⅳ. Result of Project

Task 1: Biosynthetic engineering for production of anti-obesity agents

  ∙  Construction of high-efficient gene cluster for regio-specific hydroxylation

  ∙  Substrate specificity of enzyme

  ∙  Construction of biosynthesis pathway

  ∙  Cloning and expression on biosynthesis pathway

  ∙  Development of recombinant strain

Task 2: Production of anti-obesity agents and reaction process          

optimization 

  ∙  Matching of electron transport redox partner

  ∙  Design of self-sufficient P450 for redox system

  ∙  Optimization of cofactor regeneration  

  ∙  Two-phase system for product enhancement

  ∙  Optimization of reaction process

  ∙  Production of anti-obesity agents on lab scale

  ∙  Evaluation of anti-obesity agent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1. Development of base technology for globally competitive commercial 

bioactive compound like anti-obesity agent 

2. Application of modified phytochemicals with other effects than bi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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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to medical and clinical uses

3.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to other natural compounds for 

modification of their  functions and production of new bioactive materials  

for biotechnology industry using smart strain as a potent co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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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이온화 에너지(방사선) 기반기술은 21세기 첨단과학기술 및 각종 기

초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미래기술로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

으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 방사선 기술은 활용도가 매우 높은 기술분야로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최첨단 기술들에 접목하여 산업화 하면 매우 

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현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에서는 지속적으로 방사선 산업에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실제 국내

총생산의 1.2∼1.4%가량을 방사선 산업에서 획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

우,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분야에는 자본과 연구 인력을 집중 

투자하여 경제규모 6위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상대적으로 방사선 이용 

산업분야의 발전은 미흡하여 세계 경제규모 30위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실

정임. 현재 방사선 기술은 몇몇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

련 기초지식과 산업기반이 약한 우리나라가 단시간 내에 이들이 축적한 

기술 수준을 추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됨.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방사선 융합기술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 발생 장치에서 생

성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존 방사선기술을 생명공학, 나노, 환경, 정보

통신, 우주공학 등에 응용하여 고도 산업분야에서 활용하는 최첨단 미래기

술임. 이온화 방사선기술은 대부분의 산업분야와 기초과학에 응용할 수 있

으며 실용화되었을 때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아 투자가치가 매우 높음. 

특히 생명공학 또는 나노공학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에 방사선이용기술을 

접목할 경우 기존 기술이 가지는 다양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어서 전 

세계 첨단기술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됨. 따라서 우리나라가 방사선 관련 산업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

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방사선 융합기술을 독보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산업을 먼저 발전시키는 것임. 이러한 ‘블루오션’으로 나

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관심과 관련 연구의 장려가 시급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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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온화 방사선은 원자나 분자에서 궤도 내의 전자에 전자의 결합에너

지 보다 큰 에너지를 써서 원자로부터 전자를 제거함으로써, 중성이었던 

원자는 양전하를 띤 이온이 되고 생성된 전자와 양이온은 이온쌍이 된 입

자 방사선 또는 전자기파를 말한다. 만약 입자 하나 하나가 이온화를 위한 

적합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많은 양의 입자가 모였을 때도 이온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이온화가 발생할 시에는 생물체 조

직을 파괴시킬 수 있으며 DNA 손상 또는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3. 비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영양소를 과다 섭취

할 경우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하여 체내에 중성 지방이 축적되어 발생하

는 질병으로 관절염, 고지혈증, 성기능장애, 당뇨병, 지방간, 동맥경화증 등

을 유발하는 각종 질병의 근원이 되는 심각한 질병이다 [2-5]. 신장과 체

중의 비율을 사용한 객관적인 지수인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비만의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BMI 30kg/m2 이상부터 비만이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아시아 비만 진단 기준에서는 

BMI 25kg/m2 이상부터 비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세계인구의 3분

의 1인 21억명 이상이 과체중이나 비만이며, 2030년이면 세계인구의 30억

명 이상이 비만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은 비만과 비만합병증으로 인한 전체 의료비에 9.1%, 즉, 92.6억 달

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7].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식생활의 서

구화와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비만과 비만 

합병증으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GDP에 0.25%, 전체의료비에 

4.9%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세계적으로 GDP에 2.8%이며 약 

2220조원에 해당한다 [8,9].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만으로 인한 전세계적 사

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 이라고 예상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만치료제(anti-obesity agents)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비만 치료제의 세계시장 매년 20%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

다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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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에서는 이온화 방사선 기반 돌연변이 기술을 이용 맞춤형 미

생물 균주개발과 생물변환기술은 유용천연 화합물로부터 생물학적 활성이 

증대된 비만억제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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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외동향

○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항암제인 Taxol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가 1950년대 말부터 벌인 천연물 수집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식물 

15,000여 종의 하나인 주목나무 껍질에서 발견되었고, Taxol은 1992년 미

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1999년에만 약 2조원이 팔

린 의약품으로, Taxol의 신화 이후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은 천연물에 관

심을 돌리게 되었고, 미생물의 이차대사산물 및 식물의 대사산물을 대상으

로 다양한 의약품 및 생리활성물질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대사

공학기법을 이용한 미생물의 대사산물로부터 신기능성 생리활성 물질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생합성 대사경로 재설계 기술 이용 미생물에서 malaria 치료제인 

artemisinin 생산 (Univ. of California, J.D. Keasling 교수, 미국)

 ○ 방사선이용 특정효소유전자 증가 및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산업미생

물 개발 (JAEA TARRI, Takasaki 방사선과학연구소, 일본)

 ○ P450 효소를 이용한 아이소플라보노이드 및 플라보노이드의 생변환에 

관한 연구. 특히 methylation 에관한 연구가 주를 이룸 (Univ. of Nihon, 

S. Ayabe교수, 일본)

○ 미생물 유래 P450 mutant (유전자 조작기법)를 이용한 지방산의 수산

화 반응 연구 (Univ. of Stuttgart, R.D. Schmid 교수, 독일)

○ 미생물을 사용한 플라보노이드계열 찰콘 계열 화합물의 수산화 반응, 

메틸전달 반응에 관한 연구. 수산화 반응에 관하여 P450 관련 연구 (Univ. 

of Iowa, P.N. Rosazza교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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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종의 polyketide 계열의 생합성 경로 규명 및 당 전이 효소의 분리 

정제를 통한 특이성 규명 (Univ. of Freiburg,  A. Bechthold교수, 독일) 

○ 항생제의 당전이 효소 구조를 규명하고 각 효소 활성 확인 및 수십 종

의 신규 당 전이 항생제를 생산연구 (Harvard Medical School, C. Walsh

교수, 미국)

○ 미국, 유럽 등 서구 강대국 들은 거대한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에 자생하는 식물 및 천연자원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나아가서 세계 바이오신약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국가경쟁

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 될 것임

2. 국내동향

○ 생리활성물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기능성 물질에 대한 수

요 또한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신약개발 분

야, 기능성 소재 분야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미생물 대사산물을 이용한 선도물질 개발을 한 사례가 있음. 콩을 원료

로 하여 Bacillus subtilis균에 의해 발효되는 청국장은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Bacillus subtilis의 이차대사물인 polyglutamate는 항암

제 전달 및 항암작용이 있음이 보고되었고, 이를 상업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음

○ 국내의 바이오소재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선도물질 발굴에 대한 새로운 바이오소재 산업의 촉진제가 됨

○ 기능성 소재 분야에서 본다면, 2004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승인한 기

능성 소재는 총 786건. 증가하는 고기능성 화합물 수요에 대응하고자 많은 

연구기관과 회사에서 생리활성물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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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효소 등을 타겟으로 하여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합물을 개발

하는 방법은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화합물의 가상스크리닝법이 많이 이용

되고 있으며, 주로 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음. 대표적인 

국내기업으로는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있음

○ 생합성 대사경로 재설계 기술 이용 신약 선도물질 개발에 대한 연구가 

시작하고 있는 단계임 

  - 생합성 대사경로 재설계 기술이용 당포함 항생제 생산을 도약과제(국

가지정연구실, NRL)로 수행중 (이화여대, 윤여준교수)

  -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의 수식반응을 통한 화장품 소재 개발 (서울대

학교, 김병기교수)

  -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의 당화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관화교수)

  -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의 메틸화 반응연구 (건국대학교, 임융호교수)

○ 국내에서 많은 천연물을 이용해서 생리활성물질을 분리‧ 정제하여 화합

물의 구조 및 생물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나, 대사

공학기법을 이용한 대산물의 생리활성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생합성 대사

회로 설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 특히, 이온화 방사선융합 기술을 접목시켜 생합성 재설계기술 구축에 

의한 비만억제제 개발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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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방사선융합기술 기반 생합성재설계기술 개발

1. 이소플라본 화합물 목표 선정 및 특성 분석

이소플라본은 수많은 식물과 대두에서 발견되는 diphenol의 

phytoestrogen 화합물이다. 그 화합물들은 항산화제, 항균제, 항염증, 항알

레르기 및 금속 킬레이트제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인류

의 건강을 위해서 의약용이나 화학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이소

플라본의 위치특이적인 수산화반응 형태의 화합물들이 높은 항산화제로써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바이다 (그림1).  오쏘 위치에 특이적 수산화 반응

형태의 이소플라본들이 기존의 dadizein과 genistein 보다 높은 생물학적 

활성이 있다. 또한, 단백질 tyrosine kinase의 억제제로서 항암 성질을 가

지고 있어, 강력한 tyrosinase 억제제와 lipoxygenase의 억제제로 이용된

다. 최근에 암에 관련된 질병의 원인을 낮추는 화합물로서 이용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이소플라본의 위치특이적 수산화반응 계열 화합물을 생변환

으로 개선하여 생물학적 기능성 향상을 도모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화

합물들이 비만억제제로서 생물학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보여주었

다.

그림 1. 신기능성 비만억제제 후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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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C/MS를 이용한 반응 기질 및 산물 분석 기술 방법 개발

이소플라본의 GC/MS 분석시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이소플라본은 휘발

성 화합물이 아니므로, GC 분석시 휘발성 화합물이 되도록 유도체화 하

였고,  TMS (N,O-bis(trimethylsilyl)triflouroacetamide) 유도체화를 통한 이소플라본류 

분석 방법 확립 즉, TMS (N,O-bis(trimethylsilyl)triflouroacetamide) 유도체

화를 통하여, 기질 및 반응물을 GC/MS 분석이 가능한 휘발성 화합물로 

변환하였고, 기질과 산물의 molecular ion의 질량 및 product ion의 

profile을 분석하여 위치특이적 수산화 산물을 확인하였다.  

 3. 타겟물질에 대한 위치특이적 수산화 반응을 위한 균주 선별

 보유하고 있는 여러균주를 가지고 daidzein과의 전세포 반응을 실시

하였다. 주로 방선균과 바실러스 균주를 가지고 반응성을 조사하였다. 

Streptomyces spp.의 경우 현재 상용된 항생제의 70% 이상을 생산하며 

많은 2차 대사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cillus spp. 의 경

우 이소플라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한국 전통 된장에서 탐색한 균주

들로서 daidzein의 수산화 반응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균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Bacillus spp. 중에서 이미 게놈 지도가 완성되고 특정 효소

들에 대한 database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균주들에 대해서 전세포 반

응을 실시하였다. 또한 콩밭의 흙에서 이소플라본(daidzein)을 특정한 배

지에 Enrichment culture하여 기질 반응성을 수행하였고, wild type의 

전효소 반응으로부터 daidzein에 가장 높은 활성을 갖는 균주 2종 및 

게놈 지도가 완성된 균주 1종을 선별하였다. (표1) 

 표 1. 이소플라본 (daidzein)에 활성을 갖는 균주 탐색  

균 주 산물 (%) 
Streptomyces avermitilis MA4680 < 7
Streptomyces griseus IFO3430 < 5

Streptomyces peucetius ATCC27952 < 3
Streptomyces coelicolorA3(2) < 3

Sebekia benihana < 3
Mesorhizobium loti < 2
Bacillus subtilis < 1

Bacillus amyloliquefaciens < 1
Bacillus licheniformis < 1

E.coli BL21 0
콩밭 균주 1 (Enrichment culture) < 22
콩밭 균주 2 (Enrichment culture)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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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균주 반응성 확인

 삼각플라스크 50 ml 액체 배양 후 이를 원심 분리한 후 얻어진 균주

를 10mM phosphate buffer, 100 μM daidzein를 혼합하여 반응시킨다. 

daidzein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70% 메탄올과 30% DMSO에 1mM

로 녹여 이것을 기질로 사용하였음. 반응은 ethyl acetate (1:1 비율)로 

멈추고 이것으로 추출하여 진공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증발 시킨 후 메

탄올이나 분석 유도체인 TMS에 녹인 후 분석하였다. 

 5. 위치특이적 수산화 반응을 위한 균주 선별 및 동정

 콩밭의 흙에서 이소플라본(daidzein)을 특정한 배지에 enrichment 배

양하여 기질 반응성을 수행하였고, wild type의 전효소 반응으로부터 

daidzein에 가장 높은 활성을 갖는 균주 1종 (Strain SB-14) 및 게놈 지

도가 완성된 균주 1종 (Streptomyces avermitilis MA-4680)을 최종 선별하

였다 (그림 2). 

Strain SB-14 Streptomyces avermitilis MA-4680

그림 2. 이소플라본 위치특이적 수산화반응 균주 2종 선별

콩밭 흙에서 선별된 strain SB-14균주의 동정을 수행하였다. 16S rDNA 

염기서열분석을 통해서 Streptomyces griseoruber NBRC 12873과 98.94%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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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도 분석 Strain SB-14의 SEM 그림

그림 3. 콩밭 흙에서 선별된 균주의 동정 및 Strain SB-14

 6. 수산화 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 선별

  수산화 반응에 관여하는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들은 산화·환원효소로서 크

게 oxidase와 oxygenase, oxidase, dehydrogenase, reductase로 나뉘어 지며 

그 중 Cytochrome P450는 oxygenase에 속하는 효소이다. 이 P450는 세포내

에서 O-dealkylation, epoxidation, hydroxylation, desulfoxidation, 

N-dealkylation, deamination, aminohydroxylation과 같은 많은 기능들을 하

고 있다고 밝혀져 있다. 일련의 반응 중에서 본 연구 과제는 P450의 방향족 

수산화반응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P450이 이소플라본(daidzein)의 

수산화에 관여한다고 가정하고 P450의 반응 저해제를 통해 P450의 관여여

부를 확인하였다. 0.5 mM 의 P450 효소에 대하여 일반적인 P450 효소 저해

제로 알려져 있는 Quinidine, Coumarin, Ketoconazole 그리고 

Erythromycin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였을 경우 생성되는 산물의 감소를 정

량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Streptomyces avermitilis MA4680 및 콩밭 균주 1

을 통한 daidzein과의 전세포 반응 시, 저해제에 의한 세포 성장의 효과는 

없었으나 아래의 저해제에 따른 수산화 산물 생합성의 상대적인 활성 감소

를 통해서 daidzein의 수산화 산물은 P450의 산화 작용에 의한 반응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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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ytochrome P450 억제제에 따른 활성 저해  

Cytochrome P450 
억제효소

Streptomyces avermitilis 

MA4680
콩밭균주 1

Control 100 100
Coumrain 42 63

Erythromycine 36 48
Quinidine 32 45

Ketoconazole 28 38

7. 탐색 균주로부터 수산화 반응에 참여하는 P450 유전자 선정 

유전자 선별 방법 daidzein 전세포 반응 시 RT-PCR을 통한 유전자를 동정하였다. 세포 성

장 과정에서 기질인 daidzein이 feeding 되었을 경우, 게놈 상에 위치해있는 33개의 P450 유전

자 중에서 daidzein에 높은 활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유전자는 daidzein이 feeding 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mRNA level이 높아질 것이다. 기질을 통한 유전자 up-regulation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질인 daidzein에 의하여 유발되는 P450 유전자 선별하고자 

하였다. Streptomyces avermitilis 의 33개 P450 유전자에 대하여 기질에 의해 up-regulation 되는 

특정 P450 유전자가 daidzein을 기질로 하였고, 100 μM 의 daidzein 사용 시 각각의 세포를 

24시간 배양 후 mRNA 축출, 역전사 효소를 통하여 cDNA 합성, 33개의 유전자에 대하여 특

정한 primer 들을 이용하여, 동일 조건하에서 PCR을 수행하였고, S. avermitilis의 33개의 P450 

유전자 중에 기질에 의해 induction 된 11개의 유전자를 타겟 P450 유전자로 선정하였다. (그

림 4)

그림 4. P450 유전자 선정을 위한 RT-PCR 

8. 수산화 반응을 위한 전자 전달계 짝 유전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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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전달계 짝 단백질 (redox partner) 또한 daidzein을 기질로서 feeding 되었을 때 

수산화 반응에 활성을 가지는 redox partner(ferredoxin, ferredoxin reductase)을 

up-regulation되는 유전자를 선정하였다. (그림 5)

그림 5. Redox partner 유전자 선정을 위한 RT-PCR 

9. 단백질 상호작용에 대한 기질 특이성 분석

 Streptomyces avermitilis MA4680 경우 대부분 게놈 상에 33개 이상의 P450 효소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전자간의 유사성이 높다 하더라도 각각의 효소

가 참여하는 반응 대사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기질 특이성도 확연히 달라진다고 사

료된다. 위에서 언급한 RT-PCR 과 같은 방법을 통해 daidzein에 높은 활성을 갖는 

유전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어 RT-PCR에서 과발현된 11개의 P450 유전자

들(sav109, sav413, sav575, sav584, sav838, sav941, sav2377, sav6249, sav6706m 

sav7426, sav7469)을 E.coli BL21(DE3)를 host로 과발현 시키고, 전자전달계 짝인 

redox partner (Ferredoxin(sav7470)과 Ferredoxin reductase(sav6097)) 또한 E.coli 

BL21(DE3)를 host로 과발현 시켰다. (그림 4, 5) 대부분의 P450의 경우 GC 함량이 

높아 E.coli를 host로 사용 할 경우 Insoluble한 형태로 과발현되었고, P450(sav7469)

의 경우 E.coli에서 soluble한 형태로 과발현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또한, 전자 전달

계 짝인 Ferredoxin(sav7470)과 Ferredoxin reductase(sav6097)도 soluble한 형태로 과

발현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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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산화 반응을 위한 재조합 균주 상에서의 산화·환원단백질 및 In 

vivo 상에서의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세 유전자 P450(sav7469), Ferredoxin(sav7470), Ferredoxin 

reductase(sav6097)를 E.coli를 host로 사용하여 과발현 시킨 후 GC-MS로 

반응성을 확인 한 결과 Streptomyces avermitilis MA4680의 전세포 반응

보다 낮은 반응성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wild type인 E.coli의 경우 

전세포반응에서 daidzein에 대한 반응성이 없었으며, daidzein의 E.coli 

균주에 대한 기질 특이성이 있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이다. 과발현된 단

백질을 분리·정제하여 분석을 한 결과 daidzein에 대한 반응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7)

 

그림 7. 산화·환원효소 단백질 분리 정제 및 In vitro 상에서의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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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방사선 돌연변이 기술이용 고활성 P450 유전자 발굴

방사선 고준위 조사선량 (단위[Gray]: 1 K, 10 K, 100 K)으로 P450유전

자를 가지고 있는 DNA를 조사하였다. 조사 후 DNA agarose를 통해 

fragmentation된 정도를 확인하였다. 10 K Gray 부터 DNA가 shearing 

되는 효과를 분명하게 관찰 할 수 있었다. 조사된 각 DNA를 전기영동

으로부터 fragmentation된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DNA를 pUC 

vector를 이용해서 ligation하였다. 염기서열을 시퀀싱 후 P450의 돌연 

변이된 partial 유전자를 확인하였고 분자기적 기법으로 돌연변이 P450 

유전자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위치특이적 수산화반응을 위한 daidzein에 

대한 반응성을 확인하였다. 

11. 타겟물질(8,7,4'-trihydroxyisoflavone, 7,3',4'-trihydroxyisoflavone)생산을 위한 생합성 대사회로 설계/구축

  목적물질(8,7,4'-trihydroxyisoflavone, 7,3',4'-trihydroxyisoflavone) 생산을 위한 균주개

발을 위하여 분자기적기법을 이용한 생합성 유전자 클로닝 및 발현을 

수행하였으며, 재조합된 균주로부터 기질인 daidzein로부터 위치선택적 

수산화 반응을 위한 생합성 대사회로 설계기술을 구축하였다 (그림 8). 

재조합 균주에 대한 기질 반응성 GC-MS로 분석하였다 (그림 9).

그림 8. 타겟물질 생산을 위한 생합성 대사회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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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S-MS 방법에 의한 재조합 균주의 반응성 분석

12. 위치선택적 수산화 반응을 위한 재조합 반응균주 및 효소의 최적화 

재조합 반응균주 및 효소 최적화를 위하여 기질 반응성을 확인하였다. 

Class I 에 해당하는 cytochrome P450 의 경우는 반응을 위해  

ferredoxin (FMN domain) 과 ferreodxin reductase (FAD domain)와 같

은 전자 전달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조효소인 NAD(P)H 로부터 전달된 

전자는 이러한 전자전달 단백질을 통하여 P450 효소의 활성 부위인 Fe3+ 

영역으로 전달이 된다. 당해연도에 구축한 P450 효소 라이브러리를 E. 

coli를 숙주로 발현할 경우, Pesudomonas putida 유래의 Putida ferredoxin 

reductase(camA) 와 putida ferredoxin (camB)를 전자 전달 단백질로 사

용하여 하나의 벡터에 동시 발현하며, 2 종류의 발현 벡터를 사용하여 

P450과 동시 발현 후, 지질과의 전세포 반응을 통하여 해당 화합물에 반

응성이 있는 P450 효소를 redox partner를 분자기법을 이용하여 재조합 

균주를 구축 하였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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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자가충족형 효소 개발 디자인

  또한, 전자 전달계 계량을 통한 전자 전달 효율 증대 및 효소 활성

의 최적화를  위하여 자가충족형 효소를 바탕으로 하는 융합단백질을 

구축하였다 (그림 11). 

그림 11.  분자기법을 이용한 자가충족형 효소 개발

조효소인 NAD(P)H로부터 ferredoxin →ferredoxin reductaes → heme 
domain 까지로의 전자전달 경로는 미생물 유래의 class I 에 해당하는 

P450 효소의 경우이지만, class III 에 해당하는 자가충족형 형태의 P450 

의 경우 하나의 단백질 안에 NAD(P)H 로부터 전자 전달 경로가 구축

되어 있다. 효소의 turn-over number를 고려하여 class 유형에 따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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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달 활성을 비교해 본다면, 자가충족형의 경우 class I 의 경우보다 

1000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별한 P450효소의 활

성은 camA/camB를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 효소의 정

확한 전자 전달 단백질을 찾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전자 전달 

단백질과 관련하여, 전자 전달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자가충족형 P450 중에서 Bacillus megaterium 유래의 

BM3인 CYP102A1을 기반으로 선별된 목적 P450의 heme domain으로의 

swapping을 통해 자가충족형과 같은 융합 단백질을 구축하였다. 전자 

전달 효율 증대 연구와 더불어 진행하는 전세포 반응 host 개발에 있어, 

E. coli 및 S. avermitilis MA-4680 와 Strain SB-14에서도 활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융합단백질의 구축은 각각의 이종숙주에 사용할 수 있

도록 특정 벡타를 사용하여 플라스미드를 구축하였다. Low spin state 

에 있는 ferric 형태의 herme domain의 iron이 Sodium dithionite에 의

해서 reduction 되고, Carbon monooxide와 binding을 하게 되면, heme 

domain의 iron의 spin state가 shift 하게 되고, 최대 흡수 파장이 450nm

가 된다. 이는 이 효소를 cytochrome P450 라고 명명하게 된 이유이다. 

이러한 cytochrome P450 의 특성을 이용하여, UV/visible spectrum을 

통해 효소의 활성을 측정할 수 방법을 구축하였다. 각각 융합된 자가충

족형 P450의 heme domain의 환원된 상태에서 carbon-monooxide와의 

결합을 통해 450nm에서 흡수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 이를 

통해 합성된 효소의 heme domain 이 활성을 잃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heme domain 뿐 아니라, reductase domain의 활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실행하였다. Tetrazolium을 기본으로 

하는 이 화합물은 reductase에 의하여 환원이 되면 nitrogen 결합이 끊

어지면서 yellow 색상에서 Blue 색상으로 변화한다. 이 assay 방법은 비

단 reductase 영역의 활성을 확인하는 방법 뿐 아니라, 조효소인 NADH 

혹은 NADPH의 선호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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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자가충족형 효소 발현 및 CO-binding spectra

합성한 자가충족형 P450에 대하여 단백질의 유무에 따른 (-)control 및 

MTT 유무에 따른 (-)control을 설정한 후 각각 10 μM의 NADH 와 

NADPH을 주입하였다. 반응 10분후 색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는데, 융

합된 자가충족형 P450의 경우, NADH 존재하에 reductase domain이 활성

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

그림 13. 자가충족형 P450의 reductase domain의 활성 및 조효소 선호도 실험

구축한 self-sufficient의 활성이 class I 에 속하는 전자 전달 단백질과 

반응할 경우 daidzein과의 활성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자가

충족형 형태의 P450 효소의 경우 단백질의 크기가 100 kDa 이상이 되

기 때문에, P450 효소만을 발현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발현양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단백질 당량당의 활성은 20~30배 이상 증가

하는 효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기질과의 친화도를 나타내는 

Kd(dissociation constant)가 전자 전달 시스템에 따라 변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전자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단백질간의 상호작용

에 기인하는 것으로 미생물 class I 에 해당하는 전자 전달계에서는 전

자 전달 단백질에 의하여 효소의 활성이 변화할 뿐 아니라, 효소의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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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특이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Glucose 

dehydrogenase(GDH)를 이용한 NADPH 재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 있어서, 단백질의 조효소인 NADPH의 재사용을 위하여 glucose 

dehydrogenase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glucose dehydrogenase의 경우 

산화된 상태의 NADP+를 NADPH로 환원시켜 P450 반응의 조효소로 재사

용하여 효소의 활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 2 절 비만억제제 개발 및 효능 검증

  1. 생물전환 요소기술 확립 및 반응조건 확인

  본 연구에서 선정한 균주인 Streptomyces avermitiilis MA-4680과 Strain 

SB-14를 이종숙주로 사용하여 재조합 균주로부터 기질인 daidzein과의 

large scale 반응을 시도하였다. 모든 스크리닝 반응 시 사용하였던 1mL ~ 

50mL 규모의 반응에서 1 L 발효기를 사용하여 300 mL 규모의 전세포 반

응을 실시하였다 (그림 14). 발효 연구를 위하여 방선균 배양에 필요한 배

지 성분인 carbon 및 nitrogen source에 대해서 다양한 조합을 통하여 최

적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온도, 기질 초기 농도, R.P.M, Oxygen transfer 

rate, Cell mass 등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방선균의 세포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Cell mass가 10 mg/mL에 도달 하였을 때 500μM (381mg)의 

daidzein을 feeding 하였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별 샘플을 추출하

여 시간에 따른 타겟물질 생성율을 살펴보면, 기질인 daidzein의 함량은 

반응 17 시간에 도달하면서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반응 16 

시간에 도달하면서 타겟물질 수율이 최대점을 이르게 되고 20 시간 반응

이 지속되면서 타겟물질의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타겟물질 

생성 이후 타겟물질이 재조합 균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tailoring 효소들에 

의하여 modification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당해연도 연구에서 

선별된 P450 효소 중에서 S. avermitilis 유래의 CYP105D7의 경우, 타겟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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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산화 반응에 활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조합 균주인 E. 

coli에서도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높은 활성을 위하여 본 실험실에서 

선별한 콩밭 균주를 이종숙주로서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았다. Self-host 시

스템으로서, CYP105D7을 Strain SB-14안에서의 재조합 균주 시 100 μM의 

기질을 사용할 경우 타겟물질에 대해서는 높은 전환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4. 타겟물질 생성을 위한 재조합 균주의 Batch 반응

 2. 생물전환 요소기술 확립 및 반응조건 확립

  용매 최적화를 통한 활성의 증대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이소플라본 계

열인 daidzein의 화합물은 대부분 물에 대한 용해도가 상당히 낮다. 

daidzein의 경우 상온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는 0에 가까우며 DMSO에 30 

mg/ml 용해시킬 수 있다. 150 mM 이상의 daidzein을 용해시키는 것이 거

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포 반응에 있어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전환율

을 높이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수 μM 수준의 이소플

라보노이드 화합물을 용해하여 전세포 반응에 사용할 경우, 에탄올 혹은 메

탄올 용매로 사용한다. 그러나 반응 부피의 10% 이상 용매를 사용하게 될 

경우 세포 생장을 저해하므로 반응에 사용할 수 없다.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반응 부피의 0~40% 까지의 DMSO 용매의 함량을 변화시켜 가며 반

응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DMSO 용매의 함량이 전체 반응 부피의 

5% 수준에서 용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다 1.3배 높은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질이 반응기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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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용매를 반응기에 사용하였을 경우 급격히 반응성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용매가 세포에 독성 요인으로 작용하여 세포 성장 저해, 단

백질의 안정성 저해 등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배양 및 분화 유도 및 샘플처리 

실험에 사용된 3T3-L1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배양 및 분화 배지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high glucose (DMEM)에 10% calf serum와 

antibiotics를 첨가하여 5% CO2, 37℃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여 세포가 

confluent 상태가 되면 trypsin/EDTA를 처리하여 세포를 원심분리하여 

세포를 모아서 3×105 cells/ well의 밀도로 6 well에 분주한 후 100% 

confluency 상태에서 48시 간 방치 후 DMEM에 10% FBS와 23mg/mL 

IBMX (Sigma Chemical Co.), 5mg/mL insulin (Sigma Chemical Co.), 

1mM dexamethasone (Sigma Chemical Co.) 이 첨가된 배지(MDI)를 처

리 하여 분화를 48시간 동안 유도하고 그 후 2일 마다 10% FBS DMEM 

배지에 5mg/mL의 insulin이 첨가된 배지를 교체해주었다. 시료의 처리

는 분화유도 배지 첨가 시점부터 같이 처리하였다(그림. 15).

그림 15.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배양 및 분화 유도 및 샘플처리

4. Oil red O 염색

  Ortho-dihydroxyisoflavone의 지방세포 분화억제 활성을 검토하기 위하

여 Oil red O 염색을 시행하였다. Oil red O 염색은 중성지방을 염색하는 

방법으로 지방 세포 내 중성지방 축적 정도를 시각화할 수 있다. 3T3-L1 

전구지방세포를 9일 동안 분화시킨 후 배지를 제거하고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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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ed saline (PBS)로 세척하고 10% formaldehyde 용액으로 세포를 고

정시켰다. 다시 PBS로 세척 후, Oil Red O 용액을 첨가하여 30분간 실온

에서 염색하고, Oil Red O 용액을 제거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여 건조시킨 

다음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그림. 16). 또한, 흡광도 측정

을 위하여 100% isopropyl alcohol로 염색된 지방구를 용출시켜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16. 3T3-L1 지방세포의 Oil red O 염색

5.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은 

단일요인변수(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실험군의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으

며 각 실험군 간에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6. 화합물이 3T3-L1 지방전구세포의 lipid droplet 생성에 미치는 영향 

  Ortho-dihydroxyisoflavone화합물의 지방세포 분화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세포독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3T3-L1 전구지방세포에 

Ortho-dihydroxyisoflavone화합물을 0, 3.125, 6.25, 12.5, 25, 50μg/mL의 농

도로 처리한 결과, 세포 생존율은 80% 이상으로 나타나 실험 농도에서는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Ortho-dihydroxyisoflavone화합물이 3T3-L1 

전구지방세포의 지방구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지방세포를 분화 유도 후 lipid droplet만 특이적으로 염색하는 Oil red 

O 염색시약을 이용하여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lipid droplet를 관찰하였다

(그림. 18A). Oil red O로 염색하면 중성지방, cholesterol ester만이 염색되

고, 그 외 유리지방산, 인지질은 염색이 되지 않는다. Lipid droplet이 축

적된 부분은 대부분이 중성지방이기 때문에 염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3T3-L1 지방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의 분화과정에 나타나는 lipid drop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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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에 Ortho-dihydroxyisoflavone화합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시료를 적정 농도로 처리하여 분화를 유도한 후 

Oil Red O 염색 전후로 구분하여 lipid droplet 생성 정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Ortho-dihydroxyisoflavone화합물을 처리하지 않고 

분화를 유도하였을 경우, 세포질 내 lipid droplet의 형성이 활발하게 유발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Ortho-dihydroxyisoflavone화합물을 0, 3.125, 

6.25, 12.5, 25, 50μg/mL로 처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지방구 형성이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로 

Ortho-dihydroxyisoflavone화합물의 처리가 lipid droplet의 생성을 저해시

켜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17 B,C).

그림 17(A-C). Ortho-dihydroxyisoflavone화합물이 3T3-L1세포에서의 지방억제 효과

7. 실험동물 및 실험설계

실험동물은 6주령의 평균체중 15.5±0.9 g인 C57BL/6 mice 수컷을 (주)

오리엔트(Charles River Technology, Songham,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동물 사육실의 온도 및 습도는 23±1°C, 50±5%로 설정하였으며 

lighting cycle은 12시간 주기로 하였다. 식이와 물은 자유섭취 시켰다. 본 

동물실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실험실

에서 시행하였다. 실험동물은 1주일간 사육하여 환경에 적응시킨 후 정상

식이군(ND, n=6)과 35% 고지방 식이군(HFD, n=6), 고지방 식이군

-7,3',4'-trihydroxyisoflavone 투여군(HFD-7,3',4'-trihydroxyisoflavone, n=6)

으로 나누었다. ND군은 정상 식이를 급여하였고, HFD군은 35% 고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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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를 15주간 급여하여 비만을 유도하였으며 체중과 공복 혈당을 측정하

여 비만이 유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7,3',4'-trihydroxyisoflavone를 15주간 

복강주사(25 mg/kg/day, intraperitoneal)를 통하여 비만억제 효과를 관찰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식이성분과 지방비율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3,4).

표 3 실험에 사용된 식이성분

 

표 4 식이 지방 비율

 

 

8. 시료 수집 및 전처리

  실험기간 동안 식이 섭취량은 1주일에 1회 측정하여 1일 식이 섭취량을 산출

하였다. 체중은 1주일에 1회 측정하였다. 식이 효율은 실험식이 공급 시작일 부

터 희생일까지 총 실험기간 동안의 체중 증가량을 실험기간 동안의 식이 섭취

량으로 매주 측정하였다. 실험동물은 희생 전 12시간 절식시킨 후 일산화탄소를 

주입하여 마취하였으며 개복 후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ice 

box에 정치시킨 후 1,000×g, 4°C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후 혈청을 분리하였으며 

분석 전까지 -80°C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채혈 즉시 각 지방 조직과 장기를 적

출하여 1%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세척한 후 가볍게 물기를 닦아 정밀 저울을 이

Composition (g/kg) Normal High-fat

Casein 200 200

L-Cystine 3 3

Corn Starch 315 0

Maltodextrin 10 35 125

Sucrose 350 68.8

Cellulose, BW200 50 50

Soybean Oil 25 25

Lard 20 245

Mineral Mix S10026 10 10

DiCalcium Phosphate 13 13

Calcium Carbonate 5.5 5.5

Potassium Citrate 16.5 16.5

Choline Bitartrate 2 2

Ratio (%) Normal High-fat

Protein 19.2 26.2

Carbohydrate 67.3 26.3

Fat 4.3 34.9

Diet (kcal/g) 3.85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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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장기는 -80°C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9.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측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실험이 종료된 후 채취된 혈액으로 분리된 

혈청을 이용하여 아산제약 kit로 측정하였다. 7,3',4'-trihydroxyisoflavone

의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9%와 37%

로 유의적으로 낮았다 (p<0.01).

10. 체중과 식이 효율

실험기간의 체중 변화는 그림. 18A와 같다. 비만유도기간 초기에 ND

군과 HFD군의 체중은 차이가 없었으나 고지방 식이 급여 1주 후부터 

HFD군과 ND군에 사이에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여 비만 유도 6주에는 

HFD군이 ND군에 비하여 체중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이러한 차이는 

실험기간 15주 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비만 유도후 실험식이 급여 

전 HFD군과 실험군의 체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실험식이 급여 15주 

후 HFD-7,3',4'-trihydroxyisoflavone군은 HFD에 비하여 체중이 유의하게 

낮았다(p<0.01). 즉 실험기간 동안 증체량은 HFD군에 비하여

HFD-7,3',4'-trihydroxyisoflavone군은 유의하게 낮았다(p<0.01). 식이 섭취

량, 식이섭취량은 ND군과 HFD군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HFD-7,3',4'-trihydroxyisoflavone군은 HFD군에 비하여 식이섭취량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11. 지방 조직 무게

각 지방 조직의 무게는 그림 19 B과 같다. 복부 지방 조직(P<0.01) 무

게는 HFD군이 ND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복부 지

방 조직량 및 체중에 대한 복부지방 조직비율)은 HFD군이 ND군에 비하

여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식이의 경우 

HFD-7,3',4'-trihydroxyisoflavone군은 복부 지방조직 무게 및 체중에 대한 

지방 조직 비율이 ND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HFD군에 비하여 체

중에 대한 복부 지방 조직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p<0.01). 이상의 실험

결과, 고지방 식이와 함께 공급한 7,3',4'-trihydroxyisoflavone은 비만억제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지질대사 관련한 질환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7,3',4'-trihydroxyisoflavone의 어떠한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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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기전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그림 18. Effect of 7,3',4'-trihydroxyisoflavone on body weight in C57BL/6 mice 

fed a high-fat diet. Normal diet/high-fat diet-induced mice as control groups and 

7,3',4'-trihydroxyisoflavone-administered high-fat diet-induced mice. 

7,3',4'-trihydroxyisoflavone (25 mg/kg/day) was administer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to high-fat induced mice (C57BL/6J) two times per week for 15 weeks. A) 

The body weight was monitored on a weekly basis. B) Gonadal fat pad was 

isolated from controls and 7,3',4'-trihydroxyisoflavone-administered high-fat diet 

induced mice. C) and D) The amount of triglyceride and T-cholesterol present in 

sera was measured and compared. Each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6 mice, 

and th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 of standard deviation (** p<0.01; compared 

with control means high-fat diet induced group).

12. 기타계획하지 않은 연구 성과

1) 비만억제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구축: 비만억제제 탐색을 위한 셀 패터닝 기법 

최근에 셀 패터닝(Cell patterning) 기술은 의료공학, 생체공학과 바이

오센서 분야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세포를 칩 상에 array 시키기 

위해서는 부착되는 표면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표면의 상태에 따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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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세포들의 패턴이 가능하며, 부착된 세포는 주변 환경에 따라 성장, 분

화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포와 표면간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방발현 연구와 달리 3T3-L1 세포를 

선택적으로 칩상에 배열시켜 저비용 고효율로 3T3-L1 세포의 지방발현을 

관찰하였으며, 나아가 짧은 시간에 3T3-L1 세포를 Oil red O로 염색을 하

여 지방발현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찰을 하였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지방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개발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실험 방법으로서, 세포

를 선택적으로 세포배양 접시 내에 있는 벽에만 부착시키기 위하여 

PDMS 구조체를 간편하게 Micro-contact printing 방법으로 제작하였다(그

림 19). PDMS stamp을 이용하여  세포배양 접시에 PDMS 패턴을 형성하

였다. PDMS 스탬프는 PDMS와 가교결합 물질을 10:1로 섞어준 후 

casting 방법에 의해 사각형 모양으로 제작된 직경 500 μm 실리콘 마스터 

위에서 열경화(65 ℃, 12시간)로 제작되었다. PDMS 패턴을 제작하기 위하

여 PDMS 용액 160mg (PDMS 120mg, 가교제 40mg) Chloroform에 1ml 

비율로 녹여 준비하였으며, 유리기판 위에 1ml을 Spread 한 후 1000rpm, 

20초간 스핀 코팅하여 얇은 PDMS 용액 막을 만들었다. 이 후 앞서 제작

된 PDMS 스탬프를 이용하여 PDMS Solution 막에 접촉 시킨 후 세포배

양 접시에 놓게 된다. 그 다음 65 ℃ 오븐에서 15분간 넣어 일차 경화를 

시킨 후, PDMS 스탬프를 제거하고 2시간 동안 최종경화를 진행하였다. 

PDMS는 소수성 성질을 지니고 있어, 친수성인 세포들을 부착하기가 어려

웠다. 3T3-L1 세포가 최적으로 Pattern에 부착 되는 최적 시간은 30±5 분

일 때 3T3-L1 세포가 패턴에 최적으로 부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Microcontact printing 방법으로 만든 array에서 3T3-L1 세포가 선택적으

로 안정하게 부착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PDMS는 세포의 부착을 효과적

으로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3T3-L1 세포를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Microcontact printing 방법은 세포배양 접시위에 한정된 곳에서 3T3-L1 

세포 관찰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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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PDMS layers make the prepolymer and curing agent in 

chloroform.

3T3-L1 세포가 array안에서 배양 하고 빠른 시간의 결과를 얻고자 

3T3-L1 세포가 빠른 분화를 유도하기 MDI(IBMX + Dexamethasone + 

Insulin)의 농도를 2배 이상 높여 반복 실험을 해보았다 (그림 20A). 각

각의 지방세포의 lipid droplet의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패턴된 

3T3-L1 세포를 7일 동안 키운 후, 3T3-L1 세포가 생성한 lipid droplet을 

관찰하기 위해 Oil red O 염색을 하였다. 3T3-L1 세포를 염색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패턴이 찍힌 세포배양에 세포배지를 다 제거한 

후, PBS 용액(pH 7.2)으로 두 번 세척한다. 세척한 후 10%로 희석한 

Formalin을 각각의 패턴에 1시간 동안 뿌려 놓은 상태로 실온에서 방치

한다. 그 후 세척한 후, 앞에서 준비한 Oil red O 용액을 2시간 동안 각 

패턴에 뿌린 후, 2시간 후에 Oil red O 용액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세척

한다. 패턴을 완전히 건조한 후에 현미경으로 Oil red O로 염색된 부분

을 관찰하였다 (그림 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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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A) 3T3-L1 cell growth on array chip. Adipocytes were 

differentiated with chemical inducers for 7 days. (B) Fat droplets 

stained with Oil Red O dye and examined using a light microscope.

2) Resveratol의 경우 aromatic ring에 위치 특이적으로 수산화 반응이 될 경우 

piceatannol 화합물로 변환이 되는데 이 화합물의 경우도 이소플라본과 마찬가지로 

항산화 및 항암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선별된 효소 및 동정된 균주

를 가지고 Resveratrol를 생변환하여 Piceatannol를 생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HPLC와 GC-MS분석을 이용하여 반응성을 확인하였다. Resveratrol의 반응성 즉, 수

산화 산물 Piceatannol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 산화·환원 효소반응을 위한 방

사선 유도 나노물질 (quantum dots)을 이용한 전자공급: 조효소 재생산 시스템이 사용되

고 있지만 저 농도의 기질을 반응시킬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 농도의 기질을 반응

시킬 경우 숙주 내에 존재하는 조효소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조효소의 제한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되는 사항임. 본 연구에서는 조효소의 재생 시스템을 나노물질은 quantum dots

(양자점)을 이용하여 방사선으로 나노물질에 전자공급을 유발시킴으로서 산화·환원 효소

반응을 위한 전자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음 (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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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iceatannol의 생성을 위한 Resveratrol의 생변환 반응
그림 22 방사선 유도 나노물질 (quantum 

dots)을 이용한 전자생성

3) 산화·환원 효소반응을 위한 자외선 유도 나노물질 (quantum dots)을 이용한 전자공급: 

조효소 재생산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지만 저 농도의 기질을 반응시킬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 농도의 기질을 반응시킬 경우 숙주 내에 존재하는 조효소를 이용한다 할지라

도 조효소의 제한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되는 사항임. 본 연구에서는 조효소의 재생 시스템

을 나노물질은 quantum dots(양자점)을 이용하여 자외선으로 나노물질에 전자공급을 유

발키는 방법론을 가지고 정량적인 해석을 시도하였음 (그림 23). 현재 자외선 유도 양자점

에 의한 전자생성에 대한 물리-화학적인 성질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 중이며, 또한, 위치특

이적인 수산화 반응기를 가지고 있는 타겟물질이 Hepatitis C Virus NS3 Protein을 억제

한다는 사실을 새로운 기법으로 규명하였다 (그림 24).

 

그림 23. UV 유발 나노물질에 대한 CYP2B4의 반응성 (A) 

양자점의 조사시간별 영향 (B) 조효소 NADPH와 양자점의 

효율 비교 (C) 조효소 NADPH 농도 의존 반응성 (D) 양자점 

농도 의존 반응성

그림 24. 칩상에서 HCV NS3 protein 억제제 

개발에 대한 새로운 기법 (A) 전체 개략도 (A) 

타겟물질의 농도에 따른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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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본 연구는 방사선 돌연변이 기술이용 맞춤형 균주 개발 및 비만억제제 

생산을 위한 생합성 대사경로를 설계하는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였음. 

2. 방사선 융합 생리활성물질 개발 기술은 독창적이며 생리활성 물질 개발 

분야에 신기술로서 새로운 카테고리 및 신개념의 유용물질/의약품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3. 향후 방사선융합기술 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원내 및 타기관 전문가

들과 협의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성과지표 평가지표(핵심성과)
최종목
표달성

도

 1.비만억제

제 생산을 

위한 맞춤형 

균주 개발 

맞춤형 고효율 균주 개

발

비만억제제 생산을 위한 맞춤형 

균주 최적화
90

생산성 증대를 위한 반

응성 최적화

생산성 증대를 위한 반응성 

최적화 
90

생산성 증대를 위한 반

응시스템 확립

자가충족형 효소개발

조효소 재생산 시스템 확인
90

타겟물질(비만억제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산화환원효소의 

전자전달계 반응 최적화 

수산화반응 증대를 위한 산

화환원효소의 전자전달계 반응 최

적화

90

2. 타겟물질 
(8,7,4'-trihydro
xyisoflavone, 

7,3',4'-trihydro
xyisoflavone) 
분리정제 및 

생산

타겟물질 분리 정제
반응생성물의 분리 정제 최적화

타겟물질 분리 정제 
90

타겟물질 생산

실험실 규모 스케일 반응 수행

을 통한 동일한 생산성과 수율 

유지

타겟물질 생산

90

3. 비만
억제제로서의 

효능 검증

지방억제제 개발을 위한 

세포 및 고지방식 동물모

델(high-fat diet) 실험

세포실험을 통한 효능 검증 

동물 모델 실험을 통한 효능

검증

90

합 계 
(10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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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방사선융합 생합성 재설계기술에 의한 우수한 비만억제 효과를 가지는 

후보물질이 도출되면 국내외 제약회사와 연계하여 세계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으로 개발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국내 의약산업의 발

전,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비만과 비만에 의해 유도

되는 여러 가지 질환, 예를 들어 최근 많은 문제가 되는 성인병, 비만 및 

신경계 관련 질환들을 예방, 치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

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과정에서 확립, 확보된 연구모델은 관련 의 •

약학 분야의 연구자와 공유하고, 국내 제약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지속적

인 신약창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도출한 비만 치료 및 

비만억제제 후보 물질 뿐 아니라 도출된 여러 후보 물질들에 대한 실험적 

검증은 불필요한 화합물들을 제거하여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의 약에 비해 약효가 더 좋은 새로운 구조의 신약 후보물질을 제안하는데 

유용함

2. 방사선융합기술 기반 이소플라본 위치특이적 수산화반응에 관련된 생합

성 경로 유전자의 최적화 및 고효율 개량으로 천연자원으로부터 아주 극

소량만 추출되는 이소플라본 유도체와 같은 (비)천연물들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는 세포공장의 제조에 활용될 수 있고, 고효율 유전자의 개발은 

생리활성물질 (비만억제제)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의약, 에너지, 화학, 환경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생합성설계 핵심기술

을 개발하고, 친환경 이소플라본 유도체 및 고부가가치 생리활성물질 생산

에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환경 파괴 없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식물 유

래의 천연자원 및 천연약물을 생산 가능함

4. 비만으로 인해 전 세계 3억 인구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비만으로 인해 매년 약 2,300억 달러의 직간접 경비가 지출되었고,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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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경우에도 1조 17억 원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2000년 기준 전 세계 비

만치료제 시장은 약 13억 달러규모이며, 2010년에는 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5. 미국 FDA가 승인한 비만치료제인 Xenical은 장기사용이 승인 되었으

나, 실제적으로 장기사용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부작

용을 초래함

6. 생리활성물질 발굴로 인해 비만치료 물질이 개발되면, 비만으로 인한 

질병 등에 대한 질환의 예방과 치료분야에 적용되어 제약 • 분야의 발전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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