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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식물색소 성분 중 항생제 효능 확인
입력 2014.05.20 (13:48)

단신뉴스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에서 항생제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 연구팀이 오
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인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
질인 뉴라미니데이즈의 활성 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계 천
연물이 뉴라미니데이즈와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천연물에서 유래한 항
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
하지 않아 부작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미래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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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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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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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테리아의 감염과 증식에 필수적인 숙주세포인식 단백질로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표적효
소

o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공동 교신저자)가 주도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이영진․윤형섭 박사과정 학생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영배 박사(공동 제1저자)가 수행한 이번 연
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
생물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
스탈로그래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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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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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냈다.

o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
노이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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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라미니데이즈와 원자수준에서 어떻게 결합하여 효소기능을 억제하는지 확인했다.

* 디플라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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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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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기초연구진흥과 최도영 과장(02-2110-2370), 김응복 사무관(02-211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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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식물색소 성분 중 항생제 효능 확인
| 기사입력 2014-05-20 12:00

엄수현·박기훈 교수팀..."플라보노이드 기반 신약개발에 기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에서 항생
제 효능을 확인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 연구팀이 오동나
무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인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
니데이즈의 활성 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팀은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이
뉴라미니데이즈와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천연물에서 유래한 항균·항바이러스
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아 부작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미래부는 강조했다.
엄수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
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
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인 '악타
크리스털로그래피카 섹션D' 5월호에 게재됐다.
aupfe@yna.co.kr
▶연합뉴스앱 ▶궁금한배틀Y ▶화보 ▶포토무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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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에서 조류독감 치료 물질 찾았다
GIST-경상대 연구진, 타미플루와 다른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 밝혀
과학동아 | 기사입력 2014년 05월 20일 13:55 | 최종편집 2014년 05월 20일 18:20

연구진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색소 물질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고, 엑스선을 이용해 3차원 구조를 규명하
는 데 성공했다. - 광주과학기술원 제공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조류독감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다.

엄수현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팀과 박기훈 경상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팀은 공동
으로 오동나무에서 유래한 물질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구조를 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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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오동나무의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 천연색소 물질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바이러스나
복막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등이 자라는데 필수적인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천연색소 물질과 이 단백질이 결합한 복합체의 구조를 엑스선을 이용해 3차원적으로 밝혀냈다.
지금까지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로는 타미플루가 많이 쓰였는데 이번에 발견한 천연색소 물질도 효
과적인 억제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천연색소 물질이 복막염이나 가스 괴저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과 어떻게 결합해서 기능
을 억제하는지 원자 수준에서 확인하는 데도 성공했다.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물질은 구조상 사람 몸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
다.

엄 교수는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치료 후보 물질을
찾았다”며 “이 물질이 항균·항바이러스 목적의 천연물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전문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D’ 5월호에 실렸다.

이재웅 기자 ilju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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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서 AI 치료물질 찾았다
엄수현 광주과기원·박기훈 경상대 교수팀
기사입력 2014.05.20 17:32:02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
한 천연물질이 조류인플루엔자(AI)
를 예방할 수 있는 항균제ㆍ항바이
러스제 효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해 신약 개발에 단초를 제공했
다.
엄수현 광주과기원(GIST) 생명과학
부 교수(왼쪽)와 박기훈 경상대 환
경생명과학과 교수(오른쪽) 공동 연구진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물질 `플라
보노이드`가 AI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뉴라미니다아제`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
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식물에 다량 존재하며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천연색소인 플라보노이드
가 뉴라미니다아제의 활성을 억제함은 물론, 두 단백질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 단백질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인체 내의
어떤 물질과 결합하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연구진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다아제 억제제가 아
닌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도 AI의 원인인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 수준
에서 규명했다.
엄수현 교수는 "기존의 항균ㆍ항바이러스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에 대한 저해제
로 활용해 천연물 유래 신약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뉴라미니다아
제 개발에 3차구조 정보를 바로 사용해 항바이러스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데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 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인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D` 5월 호에 게재됐다.
[원호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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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상호작용 구조 규명
엄수현 교수팀 연구 천연 항생제 개발 길 열어
이한선 기자 (griffin@ajunews.com) | 등록 : 2014-05-20 12:00 | 수정 : 2014-05-20 08:43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내연구진이 천연 플라보노이드와 병
원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3차원 구조를 규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
훈 교수(공동 교신저자)가 주도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이영진․윤

엄수현 교수

형섭 박사과정 학생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영배 박사(공동
제1저자)가 참여한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니
데이즈에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는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혀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면서 천연물 유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다량 존재하며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천연색소이고 뉴라미
니데이즈는 조류독감, 복막염 등을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성 박테리아의 감
염과 증식에 필수적인 숙주세포인식 단백질로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표적
효소다.
이번 연구는 미래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
츠 구조생물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돼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
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D 5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능이 있
음을 밝힌 뒤 이 플라보노이드와 뉴라미니데이즈와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
정학적 방법으로 밝혀냈다.
연구팀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도 뉴라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해 향후 플라보노이드 기반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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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플라보노이드 가운데 하나로 플라보노이드 기본골격에 제라닐 구조를 갖
는 디플라콘이 복막염이나 가스 괴저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 클로스트리디움의
뉴라미니데이즈와 원자수준에서 어떻게 결합해 효소기능을 억제하는지 확인했다.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돼 부작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엄 교수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
데이즈 억제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항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
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
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라미니데이즈-플라보노이드(디플라콘) 복합체 구조. (A) 디플라콘(녹색, 막대모양)이 결합하고 있는 뉴라미니데이즈
의 삼차원 복합체 구조로 프로펠러의 β병풍구조(연두색)를 기본골격으로 해 2개의 짧은 α-나선구조(자주색)가 연결고리
(노란색)를 통해 이어져 있다. (B) 뉴라미니데이즈 활성부위 확대그림. 물분자(빨간색, W1,W2)를 포함한 수소결합이 상
호작용에 기여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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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플라보노이드 활용한 새 조류독감 치료제 개발 가능성 제시
[ 2014년 05월 20일 ]

국내 연구진이 천연 플라보노이드를 활용해 조류독감 원인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타미플루 등 기존 약품에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신약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팀과 경상대 박기훈 교수팀은 공동 연구를 통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
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에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고
20일 밝혔다.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호
작용을 규명, 천연물 유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이 플라보노이드와 뉴라미니데이즈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적 방법으로 밝혀냈다.
현재 사용되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
도 뉴라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했다. 향후 플라보노이드 기반의 항
균·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이번에 규명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
산돼 부작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수현 교수는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 개발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
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바이러스 후보물질을 도출하는데 1년 정
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위한 천연물질 최적화, 동물실험 등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
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
션D 5월호에 게재됐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 용어설명
▲플라보노이드 : 식물에 다량 존재하며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천연색소
▲뉴라미니데이즈 : 조류독감, 복막염 등을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성 박테리아의 감염과 증식에 필
수적인 숙주세포인식 단백질.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표적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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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현·박기훈 교수팀, 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 2014년 05월 20일 ]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색소)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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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현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와 박기훈 경상대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엄수현·박기훈 교수팀이 주도하고 이영진·윤형섭 GIST 박사과정 학생과 류영배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박사가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플
라보노이드와 뉴라미니데이즈,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적 방법으로 밝혀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리렌자 외에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도 뉴라미니데이즈를 효과
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한 것이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
로 계산돼 부작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수현 교수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 개
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플라보노이드 복합체 규명은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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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엄수현 GIST 교수·박기훈 경상대 교수 연구팀 성과
(대전=뉴스1) 김달아 기자
입력: 2014.05.20 11:59:54

연구성과 모식도. © News1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색소)가 조
류독감 등의 원인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한국연구재단은 엄수현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와 박기훈 경상대 교수 연구팀이 이 같
은 성과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엄 교수·박 교수가 주도하고 GIST 이영진·윤형섭 박사과정 학생과 한국생명공
학연구원 류영배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플라보노이드와 뉴라미니데이즈,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적 방
법으로 밝혀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리렌자 외에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도 뉴라
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플라보노이드 기반의 항균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
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돼 부작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데이
즈 억제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플라보노이드 복합체 규명은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과 광주과학기술
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D(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5월호에 게재됐다.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 : 조류독감·복막염 등을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
성 박테리아의 감염과 증식에 필수적인 숙주세포인식 단백질로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표적효소
**시알산(sialic acid) : 당단백질이나 당지질의인 아미노당으로 뉴라미니데이즈의 기질로
작용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연식물색소서 항생제 효능 규명…신약개발 단초
엄수현 지스트 교수팀, 병원균 단백질 상호작용 3차원 구조 밝혀내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입력: 2014.05.20 12:25:13

엄수현 지스트 생명과학과 교수./사진제공=지스트© News1

국내 연구팀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식물색소가 조류독감 등의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
제 효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데 성공, 신약개발에 단초를 제공했다.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엄수현 생명과학과 교수는 경상대 박기훈 교수(공동 교신저자),
지스트 이영진·윤형섭 박사과정 학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영배 박사(공동 제1저자) 등
과 공동으로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
질인 뉴라미니데이즈에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
플라보노이드(Flavonoid)는 식물에 다량 존재하며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천연색소다. 뉴라
미니데이즈(Neuraminidase)는 조류독감, 복막염 등을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성
박테리아의 감염과 증식에 필수적인 숙주세포인식 단백질로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
의 표적효소를 말한다.
이번 연구로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플라보노
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규명, 천연물 유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힌 뒤 나아가 이 플라보노이드와 뉴라미니데이즈와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X-선 결정학
적 방법으로 규명했다.
지금까지는 당단백질이나 당지질의인 아미노당으로 뉴라미니데이즈의 기질로 작용하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사용돼왔다.
반면 연구팀은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도 뉴라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함에 따라 향후 플라보노이드 기반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실마리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디플라콘이 복막염이나 가스 괴저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클로스트리디움)
의 뉴라미니데이즈와 원자수준에서 어떻게 결합하여 효소기능을 억제하는지를 확인했다.
디플라콘은 플라보노이드 가운데 하나로 플라보노이드 기본골격에 제라닐 구조를 갖는 것
이 특징이다.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
으로 계산돼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엄 교수는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니데이
즈 억제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항"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

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과 광주과학기술원 노
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D(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5월호에
게재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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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서 조류독감 항생 물질 찾았다
안경애 기자 naturean@dt.co.kr | 입력: 2014-05-20 20:18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식물 천연색소)가 조류독감 등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확인, 새로운 항생제 개발의 단서를 확보했다.
엄수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생명과학부)와 이영진ㆍ윤형섭 박사과정생, 박기훈 경상대 교수(응용생
명과학부), 류영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공동연구팀은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인 `디
플라콘'이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20일 밝혔다.
뉴라미니데이즈는 독감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병원성 세균이 숙주세포를 인식하는 단
백질이다. 병원균 감염과 증식에 필수적이어서 세계적 제약사들은 이 단백질을 억제하는 신약 개발
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도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을 억제하는 방식으
로 작용한다.
연구팀은 오동나무 추출 플라보노이드가 뉴라미니데이즈 활성을 억제한다는 효능을 밝히고, 나아가
플라보노이드가 병원성 세균의 일종인 `클로스트리디움'의 뉴라미니데이즈와 결합한 3차원 구조를 X
선 결정학을 이용해 알아냈다.
엄수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
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광주과학기술원 지원 하에 이뤄졌으며,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
학술지인 `악타 크리스털로그래피카 섹션D' 5월호에 게재됐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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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메디컬투데이 강연욱(dusdnr1663@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4-05-22 11:24:22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인 플라보노이드
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에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
이는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플라보노이드와 병원
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규명, 천연물 유래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가 주도한 이
번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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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
으로 계산돼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엄수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
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섹션D 5월호에 게재
됐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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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5/20/20140520005086.html
‘AI 원인단백질 억제’ 천연 식물 색소 발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닭과 오리를 비롯한 조류는 물론이고, 인간에게도 치명적이다. 다
행히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어 폐사한 닭, 오리를 살처분하는 인력은 이를 처방받고 현장에 투입
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 학계에서 유일한 신종 플루 대응약품인 타미플루에 내성을 가진 신종 AI 바
이러스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나온 현실로 보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에서 항생제 효능을 확인,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사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 연구팀이 오동나무에
서 추출한 천연색소인 플라보노이드가 AI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의 활성을 억
제하는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팀은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이 독감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병원성 세균의 숙주세포 인식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와 결합
한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
엄수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인 타미플루와 달리 천연물에서 유래한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체 부작용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2014-05-20 21:32:51
세계닷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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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질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경상대학교 박기훈 교수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 게재
2014년 05월 22일 (목) 22:31:37

이대근 기자

dklee@kndaily.com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생명화학과 박기훈(사진) 교
수와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
수가 주축이 된 연구팀이 참오동
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
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
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에
결합된 3차원 구조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플라보노이드(Flavonoid)는 식물에 다량 존재하며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천연색소이고, 뉴라미니
데이즈(Neuraminidase)는 조류독감, 복막염 등을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성 박테리아의 감
염과 증식에 필수적인 숙주세포인식 단백질로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표적효소이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플라보노이드와 병
원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규명, 천연물 유래 항균ㆍ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BK21
플러스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관련분야 최고수준의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
래피카 섹션D’ 5월호에 게재됐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국내특허를 출원했고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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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알산 기반의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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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계 천연물도 뉴라미니데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함에 따라 향후
플라보노이드 기반의 항균ㆍ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디플라콘이 복막염이나 가스 괴저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클로스트리디움)의 뉴라
미니데이즈와 원자수준에서 어떻게 결합해 효소기능을 억제하는지 확인했다.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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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식물색소 성분 중 항생제 효능 확인
입력시간 : 2014. 05.21. 00:00

지스트 엄수현·경상대 박기훈 교수팀
"플라보노이드 기반 신약개발에 기여"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색
소에서 항생제 효능을 확인했다.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엄수현 교수와 경상
대 박기훈 교수 연구팀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인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
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의 활성 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20일 밝혔다.
엄교수와 박교수가 주도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이영진·윤형섭 박사과정 학생과 한국생명공학연
구원 류영배 박사(공동 제1저자)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
자지원사업(핵심)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
됐다.
연구팀은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이 뉴라
미니데이즈와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천연물에서 유래한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
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스트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아
부작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엄수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
라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
다.
이번 연구는 미래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구센터
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인 '악타 크리스털로
그래피카 섹션D' 5월호에 게재됐다. 이윤주기자
이윤주기자 zmd@chol.com

이윤주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무등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o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root@ho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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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증인 충청일보

천연 식물색소에서 항생제 효능 성분 확인
충청일보 cjh@ccdailynews.com

[충청일보] 국내 연구진이 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에서 항생제 효능을 확인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경상대 박기훈 교수 연구팀이 오동나무에서 추출
한 천연 색소인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니데이즈의 활성 억제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팀은 타미플루, 리렌자 등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가 아닌 플라보노이드계 천연물이 뉴라미니데
이즈와 결합된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천연물에서 유래한 항균·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규명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사람이 가진 뉴라미니데이즈에는 작용하지 않아 부작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미래부는 강조했다.
엄수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미니
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노벨 스타이츠 구조생물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결정구조 분야 국제학술지인 '악타 크리스털로그래피카 섹션
D' 5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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