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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합물은행은
잠재적 무한가치를 지닌 화합물들을 범국가적으로 수집・관리하며 산・학・연 공동활용을 통하여 글로벌 신약개발
및 BT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 기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31만 종의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기탁자는 화합물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할 수 있으며, 활용자에게는 신약개발 및 BT 연구를 돕는 가교 역할로
화합물 기반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중개합니다.

“and create value for you!!
We take care of your compounds

“

공동활용을 통한 화합물의 가치 재창출

한국화합물은행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중 화합물분야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28호)
한국화합물은행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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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확보 현황
화합물 확보 방법 다양화
1. 연구성과물 기탁 (법정 의무기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13항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화합물은 '화합물 연구성과물 관리·유통 전담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에 의무적으로 기탁하도록
되어 있다. 의무기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합물기탁은 저조한 편이며, 연구성과물 기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미래부에서는 올해부터 화합물기탁실적을 개별과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4년 성과물기탁
화합물 개수 : 4,200여종 )
2. 국내전문가 공모 위탁합성
보유화합물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합성전문가를 대상으로 위탁합성 과제를 공모ㆍ선정하여 합성을
의뢰하여 확보하고 있다. 전문가 위탁합성은 2014년 15개 선정과제를 통하여 1600종의 화합물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도 위탁합성 공모를 진행하였다. 약물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유기합성 또는 조합합성화합물,
특정타겟에 대한 focused library, 단일성분 천연물 또는 천연물 유사체 중심의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2,600
여종의 화합물을 확보할 예정이다.
3. 특수골격 화합물 외국구매 및 CRO Out Sourcing
단순 기탁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화합물 다양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의약 및 분자설계 전문가의
화학정보학, 분자모델링 기술을 활용하여 약물성 및 다양성 극대화를 고려한 특수골격화합물을 외국 vendor로부터
선별하여 구매확보하고 있으며, 2014년 약 72,000여종을 확보하여 반출ㆍ활용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화합물의 특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 CRO를 통한 Out Sourcing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화합물은행은 2015년 3월 31만여종의 화합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성, 약물성, 특이성을 가진 고수준
신약소재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기탁화합물 vial

04

Master Tube 보관 장비
(-20℃, Brooks SS-II)

원시료 저장 시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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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화합물 확보 현황(누적, ‘00~’15.03)
2015년 3월 현재 총 31만종 보유

(단위 : 종)

연도별 화합물 확보현황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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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유 화합물의 Drug-likeness 및 Physicochemical profiles 백분율 도표
(Biovia Pipeline Pilot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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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활용 현황
1. 매년 20만~40만종의 화합물이 국내 산·학·연에 제공되어 평균 40건 이상의 신규작용점에 대한 약효시험에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건 이상의 다양한 작용점에 대한 약효검색에 활용되었다. Hit 화합물에 대한 구조제공시 LC-MS 분석에 의한
순도 및 분자량 검증자료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Hit 화합물 관련정보 제공(유도체정보, 약물성 예측정보, off-target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 또한 한국화합물은행은 2014년 화합물선별 자동화 장비(Brooks, Sample Store II)를 도입하여 그동안 제한적 이었던
화합물 반출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간당 1,200종 auto cherry-picking 가능) 약효시험기관에 신속하게 화합물을
제공하고 있다.

화합물 반출 현황
(2014.11.1~2015.03.31 , 신규작용건 33건)

2012

2013

2014

2015.03

325,010

191,935

406,718

222,086

Active 확인용

1,992

3,039

2,743

1,584

Active 유도체

3,740

2,987

3,554

874

HIT 확인용

94

264

80

12

HIT 유도체

1,748

3,023

1,090

53

332,584

201,248

414,185

224,609

352

412

일반반출

총반출 개수
HIT 선정

293 *

2014년 295회에 걸쳐 총 41만여종 화합물 반출활용 : 평균 1,600개/1일 반출
- 방문 유도체 검색(의약화학) 85회 : 평균2건/1주 지원
- Active 화합물 LC-MS 분석보고서 제공 (분자량 및 순도 검증)
- 고부가가치 전문활용지원 (화학정보학, 분자모델링)의 경우 Hit 도출비율 증가 (0.2% →10%)
* Active 단계부터 정보 제공 및 사전 논의를 통한 불필요한 Hit 선정 감소

한국화합물은행 제공 화합물 가치 산정
2014년 41만개 화합물 국내 산·학·연 제공
- 해외공급자 (ChemDiv) 판매가격
$36(≒4만원)/개, (0~5mg, 100개 이상 구매)
- 41만개 x 4만원 = 약 164억원 수입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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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신규 약효시험 활용 현황
2015년 1~3월 신규활성검색 타겟 수 33건 (누적 602건)
2015년 1~3월 반출화합물 총수 22만여종
약효시험 활용 현황 (년도별)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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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구조-약효통합정보시스템구축
・15년간 축적된 작용점별, 화합물별 약효시험결과 정보 400만건 → 화학정보학 활용 가공·분석
・화합물 구조 중심 화학-생물정보 DB 구축 → 신규 합성화합물 작용점 예측가능
・Open DB(PubChem , ChEMBL 등)와 차별성 : 화합물 정보와 실물 동시보유
・웹기반 화합물-활성 정보 시스템 (Chemical-Biological Data Warehouse) 구축 및 공개수준 결정 후 기탁자 및
활용자 우선 공개

화합물구조

약효시험결과

ChEM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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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약효시험활용 현황
(2014.11.1~2015.03.31 , 33건)

약효시험명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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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시험기관

적용질환

1

*** 바이러스 저해 작용

대학교

바이러스

2

**** 발굴 ***제 억제제 개발

대학교

바이러스

3

*** 약물의 *** 위한 화합물 동정

대학교

기타

4

*** 형성 저해 효능 시험

연구원

항암제

5

*** 저해제 탐색

연구원

대사성질환

6

*** 생장 저해제 탐구

대학교

감염증

7

*** 증식 시험

연구원

신경계

8

*** 저해제 스크리닝

연구원

항암제

9

*** 검사법

대학교

항암

10

***에 대한 억제제 screening

대학교

항암제

11

*** 조절자 ***의 inhibitor 개발

대학교

항생제

12

*** 제어 화합물 발굴

대학교

감염증

13

*** 병원성과 성장 억제제 발굴

대학교

항생제

14

*** 억제제 탐색

연구원

바이러스

15

***의 agonist 화합물 스크리닝

연구원

바이러스

16

*** 대항물질 탐색

대학교

살충제

17

***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HTS

대학교

기타

18

*** 항균력을 가지는 *** 화합물의 검색

대학교

감염증

19

*** 생성 억제 화합물 발굴

연구원

기타

20

*** 활용한 *** 내는 신규 소재 발굴

연구원

기타

21

*** agonist 탐색

대학교

신경계

22

*** 물질 탐색

연구원

대사성질환

23

*** 억제제 개발

대학교

항암제

24

*** 저해제 검색

대학교

대사성질환

25

***효과를 갖는 *** 저해제

연구원

항암제

26

*** 유래의 *** 전달 효소 저해

대학교

결핵

27

***제 스크리닝

연구원

항암제

28

*** 억제제 스크리닝

대학교

항암제

29

*** 억제제 탐색

대학교

염증

30

***에 감염된 *** 활성 저해 물질 탐색

대학교

감염증

21

***를 활성화하는 *** screening

대학교

염증

32

*** 약효평가

연구원

기타

33

*** 단일물질 발굴을 통한 *** 치료법

연구원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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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합물은행 제공 Library 종류
2015년 3월 현재 한국화합물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현황입니다.

전체 Library
화합물 수 : 310,000
농도(평균) : 5mM, 5uL
전체화합물 Libray

대표 Libray
화합물 수 : 8,400
농도(평균) : 5mM, 5uL
전체화합물을 대표하는 라이브러리,
순도 및 분자량 검증(LC-MS),
기탁/구매 분리 구성(2014.8 신규구성)

임상화합물 Library
화합물 수 : 2,400
농도(평균) : 5mM, 5uL
임상Ⅰ-Ⅲ상 단계 화합물
및 승인 약물
(Clinically Active Compounds)

Fragment Library
화합물 수 : 1,000
농도(평균) : 20mM, 5uL
분자량 300이하 라이브러리,
순도 및 분자량 검증(LC-MS)

Kinase Library
화합물 수 : 3,200
농도(평균) : 5mM, 5uL
분자모델링방법
(Docking)을 적용하여 kinase
타겟의 active site에 결합할
가능성이 높은 화합물

천연물 Library
화합물 수 : 1,280
농도(평균) : 5mM, 5uL
단일성분 천연물 및 천연물
유사골격(natural productlike) 구조의 화합물

※ GPCR, PPI library 각1만종 : 반출 활용 가능

PharmaCore Collection
화합물 수 : 요청개수
농도(평균) : 5mM, 5ul
요청골격으로 선별 구성한 화합물

대표 Library
• 한국화합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31만종의 화합물을 대표할 수 있는 1차 시험용 라이브러리 (2014. 8 신규구성)
• 골격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고려하고 ‘Rule of 5’ 등 약물성과 의약화학적 선별과정을 거침
• 화합물 확보 방법 (구매 또는 기탁)에 따라 Plate 분리 구성 사용자 선택성 제공
Kinase Library
• 한국화합물은행 보유 전체 라이브러리 및 구매 가능 라이브러리를 대상으로 분자모델링 방법(docking)을 적용하여 kinase 타겟의
active site에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화합물로 구성
임상화합물 Library
• 임상 I-III상 단계 화합물 및 시판 승인 약물
• 구조 중복성 검토하여 clinical collection 구축 (NIH clinical collection, Microsource Spectrum collection, Prestwick Chemical
LibraryⓇ, Aldrich LOPAC1280 Navigator, Chemical Supplier 등)
Fragment Library
• 분자량 300이하 화합물을 대상으로 전체 대표 라이브러리와 동일한 선별과정을 적용하여 구축한 라이브러리
천연물 Library
•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에서 수년간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100여종의 식물체로부터 분리 정제한 단일성분 천연
식물성분 화합물로 terpene, flavonoid, stilbene, alkaloid, lignan 및 saponin류의 라이브러리
PharmaCore Collection
• 시험기관의 요청에 의해 별도 선정되는 화합물 라이브러리
• 특정 골격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분자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여 선정되는 화합물 등이 대상이며 별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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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활용성과(특허,논문)
한국화합물은행 제공 Library를 활용하여 발표된 논문(2014년,17건)

번호

논문명

저자

저널

Ginkgolic acids and Ginkgo biloba extract
inhibit Escherichia coli O157:H7 and
Staphylococcus aureus biofilm formation

Jin-Hyung Lee,Yong-Guy Kim,
Shi Yong Ryu, Moo Hwan Cho, Jintae Lee*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Microbiology
2014, 174, 47-55

ALK inhibitors of bis-ortho-alkoxy-parapiperazinesubstituted-pyrimidines and
-triazines for cancer treatment

Hyeon Ji Lee, Muhammad Latif, Hyeonjeong
Choe, Imran Ali, Heung Kyoung Lee, Eun
Hye Yang, Jeong In Yun, Chong Hak Chae,
Jae-Kyung Jung, Hyoung Rae Kim, Chong
Ock Lee, Chi Hoon Park, Kwangho Lee*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2014, 37(9), 1130-1138

Resveratrol Oligomers Inhibit Biofilm
Formation of Escherichia coli O157:H7 and
Pseudomonas aeruginosa

Jin-Hyung Lee, Yong-Guy Kim,
Shi Yong Ryu, Moo Hwan Cho, Jintae Lee*

Journal of Natural Products
2014, 77(1), 168-172

Inhibition of STAT3 activation by
KT-18618 via the disrup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JAK3 and STAT3

Dae-Seop Shin, Seung Nam Jung, Jieun Yun,
Chang Woo Lee, Dong Cho Han, BumTae Kim,
Yong Ki Min, Nam Sook Kang,
Byoung-Mog Kwon*

Biochemical Pharmacology
2014, 89(1), 62-73

Biological evaluation of tanshindiols as
EZH2 histone methyltransferase inhibitors

Jimin Woo, Hyun-Young Kim, Byung Jin Byun,
Chong-Hak Chae, Ji Young Lee, Shi Yong Ryu,
Woo-Kyu Park, Heeyeong Cho*, Gildon Choi*

Bioorganic & Medicinal
Chemistry Letters
2014, 24(11), 2486-2492

Discovery and the structural basis
of a novel p21-activated kinase 4 inhibitor

Byung Jun Ryu, Sunmin Kim, Bora Min,
Keon Young Kim, Jin Soo Lee,
Whui Jung Park, Hyuk Lee, Seong Hwan Kim*,
Sang Youn Park*

Cancer Letters
2014, 349(1), 45-50

6-Methoxyflavone Inhibits NFAT
Translocation into the Nucleus and
Suppresses T Cell Activation

Jae-Seon So, Gi-Cheon Kim, Minkyung Song,
Choong-Gu Lee, Eunbee Park, Ho Jin Kim,
Young Sup Kim,Chang-Duk Jun and
Sin-Hyeog Im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Microbiology
2014, 174, 47-55

8

Coumarins reduce biofilm formation
and the virulence of Escherichia coli
O157:H7

Jin-Hyung Lee, Yong-Guy Kim, Hyun Seob Cho,
Shi Yong Ryu, Moo Hwan Cho, Jintae Lee*

Phytomedicine
2014, 21, 1037-1042

Cheon Ho Park, Mi Young Lee, Jeong Hyun Lee,
Byung Ho Lee, Kwang-seok Oh*

9

Identification of a series of 3-(benzo[d]
oxazol-2-yl)-5-(1-(piperidin-4-yl)-1Hpyrazol-4-yl) pyridin-2-amines, as a new
class of G-protein-coupled receptor kinase
2 and 5 inhibitor

Receptors & Clinical
Investigation
2014, 1(4), 112-114

1

2

3

4

5

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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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

11

12

13

14

15

논문명

저널

Novel TAZ modulators enhance
myogenic differentiation and
muscle regeneration

Gun Hwa Park, Hana Jeong, Mi-Gyeong Jeong,
Eun Jung Jang, Myung Ae Bae, Ye-Lim Lee,
Nak Jung Kim, Jeong-Ho Hong and
Eun Sook Hwang*

British Journal of Pharmacology
2014, 171, 4051-4061

Synthesis and anti-influenza virus
activity of 4-oxo- or thioxo-4,5dihydrofuro[3,4-c]pyridin-3(1H)-ones

Ye Jin Jang, Raghavendra Achary, Hye Won Lee,
Hyo Jin Lee, Chong-Kyo Lee, Soo Bong Han,
Young-Sik Jung, Nam Sook Kang,
Pilho Kim*, Meehyein Kim*

Antiviral Research
2014, 107, 66-75

6-Trifluoromethyl-2-thiouracil possesses
anti-Toxoplasma gondii effect in vitro and
in vivo with low hepatotoxicity

Hwa-Jung Choi, Seung-Taek Yu, Kee-In Lee,
Joong-Kwon Choi, Bo-Yoon Chang,
Sung-Yeon Kim,Mi-Hwa Ko,
Hyun-Ok Song*, Hyun Park*

Experimental Parasitology
2014, 143, 24-29

4-Substituted quinazoline derivatives as novel
EphA2 receptor tyrosine kinase inhibitors

Chae Jo Lim, Kwang-Seok Oh, Jae Du Ha,
Jeong Hyun Lee, Ho Won Seo,
Chong Hack Chae, Dae-Ghon Kim,
Mi-Jin Lee, Byung Ho Lee*

Bioorganic & Medicinal Chemistry
Letters
2014, 24, 4080-4083

Stilbenes Reduce Staphylococcus aureus
Hemolysis, Biofilm Formation, and Virulence

Stilbenes Reduce Staphylococcus
aureus Hemolysis, Biofilm Formation,
and Virulence

Foodborne Pathogens and Disease
2014, 11(9), 710-717

Xanthene Derivatives Increase Glucose
Utilization through Activation of
LKB1-Dependent AMP-Activated
Protein Kinase

Yonghoon Kwon, Parkyong Song,
Jong Hyuk Yoon,Jaewang Ghim, Dayea Kim,
Byungjun Kang, Taehoon G. Lee,
Jin-Ah Kim, Joong-Kwon Choi,
In Kwon Youn, Hyeon-Kyu Lee, Sung Ho Ryu*

PLOS One
2014, 9(9), e108771.

Discovery of substituted 6-pheny-3Hpyridazin-3-one derivatives as novel
c-Met kinase inhibitors

Seung-Tae Kang, Eun-Young Kim,
Raghavendra Archary, Heejung Jung,
Chi Hoon Park, Chang-Soo Yun,
Jong Yeon Hwang, Sang Un Choi,
Chonghak Chae, Chong Ock Lee,
Hyoung Rae Kim, Jae Du Ha*,
Dohyun Ryu, Sung Yun Cho*

Bioorganic & Medicinal Chemistry
Letters
2014, 24, 5093-5097

Dynamic Kinetic Resolution Based
AsymmetricTransfer Hydrogenation of
α Alkoxy-β-Ketophosphonates. Diastereoand Enantioselective Synthesis of
Monoprotected 1, 2-Dihydroxyphosphonates

Se-Mi Son and Hyeon-Kyu Lee*

The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2014, 79, 2666-2681

16

17

저자

11

KCB Newsletter / Korea Chemical Bank

한국화합물은행 방문 인사
2014. 12. 04
・기 관 : 미래창조과학부
・방문자 : 최양희 장관

2015. 01. 27
・기 관 :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방문자 : 정승재 박사

2015. 02. 09
・기 관 : 연세대
・방문자 : 오영택 박사

2015. 03. 06
・기 관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정책관실
・방문자 : 정병선 국장, 연구기관지원팀장 외 일행

2015. 03. 18
・기 관 : 미래창조과학부
・방문자 : 최원호 평가혁신국장, 황영휘 사무관

2015. 04. 01
・기 관 : Inception Sciences
・방문자 : Dr. Peppi Prasit
・기 관 : 고려대
・방문자 : 정낙철 교수, 김학중 교수

2015. 04. 27
・기 관 : KIRD 신임자 과정 연계 기관방문
・방문자 : 연구기관별 신임자 과정 참석자 40명 내외

2015. 05. 08
・기 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방문자 : 임원진 23명

2015. 01. 16
・기 관 : 연세대
・방문자 : 이주영 박사 외

2015. 02. 05
・기 관 : 미래창조과학부
・방문자 : 이석준 제1차관 일행

2015. 03. 02
・기 관 : 서울대
・기 관 : 경북대
・방문자 : 제연호 교수 ・방문자 : 이제철 교수 외

2015. 03. 12
・기 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문자 : 정민주 입법조사관, 신종숙 입법조사관
・기 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방문자 : 최재광 재정지원부 부장

2015. 03. 23
・기 관 : 국립암센터
・방문자 : 정경채 박사

2015. 04. 15
・기 관 : IP-Korea
・방문자 : Dr. Hakim Djaballah(CEO)외 일행

2015. 04. 30
・기 관 : 방산기술지원센터
・방문자 : 함범식 대령 외 일행

2015. 05. 14
・기 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방문자 : 박종찬 창의산업기술본부장 외 일행
・기 관 : 중앙백신연구소
・방문자 : 유성식 박사
・기 관 : 솔젠트
・기 관 : 중겸
・방문자 : 명현군 대표 ・방문자 : 임명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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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합물은행 홍보 및 전시

내용

일정

장소

대한화학회 의약화학분과회 동계 워크샵 원고 게재

2015.02.05 - 2015.02.0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대한화학회 제115회 학술발표회

2015.04.15 - 2015.04.17

일산 킨텍스

대한약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2015.04.23 - 2015.04.24

충북 오송 C&V 센터

2015.05.28

부산대학교 화학과

세미나 발표 (신약개발과 화합물은행의 역할)

학술회 홍보 포스터 및 학술 발표

발표 제목

학회

발표자

일자

장소

Zebrafish Toxicity Screening
and in-silico Structure Analysis
of Korea Chemical Bank Library

제 115회 (춘계)
대한화학회

이주연, 이현규

2015.04.15

일산 킨텍스

화합분야 국가 연구성과물
기탁제

제 115회 (춘계)
대한화학회

황순희, 이주연, 이현규

2015.04.15

일산 킨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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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은행과

도서관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이태호 교수

다양한 학문 분야간의 연계가 중요 하며, 특히 기초가 튼튼
해야만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합성
의약품의 개발에서 그 기초는 바로 화합물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골격을 가진 화합물들의
양적·질적 확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합성화학자들과 의약화학자들의
관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2012년부터 수행중인 한국화합물

꽃이 만개한 봄날 아침 약학대학으로 오기 위해서는

벚

은행의 화합물 위탁합성 사업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매우

항상 도서관 뒤편을 지나가게 된다. 최근 들어 도서관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합성 방법론 등 저분자 화합물

확장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여 먼지도 날리고 소음도 발생하여

의 합성 자체에만 관심을 가진 연구자라면, 화합물들을

개인적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화합물 위탁 합성과

합성한 후, 그 용처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어 화합물의

관련된 글을 부탁받게 되었다. 한참을 멍하니 생각하다가, 화합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의약

위탁 합성의 결과물들인 각각의 화합물들이 마치 한 권의 책으로

화학 연구자들도 기 특허 출원이 완료된 화합물들 중 활성이

생각되었다. 한국화합물은행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합물들을

없는 화합물들이나 중간체 등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다.

위한 도서관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실제로도

이러한 국내의 다양한 화합물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한국

이자도 없는 은행(물론, 입출금 및 대출의 개념이 일부 있지

화합물은행이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행한다면 도서관에

만)이라는 표현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표현이

책이 쌓여 가듯이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양적·질적 성장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가능할 것이고, 모두에게 서로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될 것이다. 특히 합성을 주로하는 연구자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한국화합물은행은 지난 십수년간의

입장에서는 연구비를 수주 하여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노력으로 구축된 방대한 양의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수 있으며, 한국화합물은행은 지속적인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다양한 활성을 가진 화합물(유효 및 선도물질)을 도출하고,

확충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본인의 실험실이 보유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저분자 합성의약품을 위한 신약

있는 화합물 라이브러리 1,000여종 중에서 한국화합물은행의

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도움으로 300종 이상의 화합물 을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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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를 활용하여 많은 기초 의약학

하여 추가적인 연구(주로 논문 위주의 기전 및 기초의약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화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화합물을 합성한

화합물군(160종 화합물군 또는 60종

연구자와 활성을 확인한 연구자 사이를 중개해 주는 역할을

화합물군)을 다양한

강화하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면 삼자 모두에게 Win-Win할

질환들에 대한 기초

수 있을 것 같다. 화합물을 합성한 연구자의 경우 본인의

연구를 수행하는 공동

화합물이 사용될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활성 관련 연구자는

연구자들(주로 주변

추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한국화합물은행은

의과대학들에 소속되어

구축된 화합물 라이브러리가 계속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어서

있는 연구자들) 에게 제공을 하였고, 그 결과 약 1.5~18%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화합물은행은 IP 관련 문제를

정도의 수준으로 유효물질을 확보한 경험이 있다. 결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합성 연구자는 화합물의 공급을

자세히 살펴보면 암,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책임지고 수행하며, 활성 관련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명확한

난청, 아토피, 염증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유효물질이

공개를 해야할 것이다.

중복이 거의 없이 나오고 있으며, 추가적인 기전 및 의약
화학적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개인 연구실의 작은

물론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벽이 많이 존재할

화합물 라이브러리에서도 다양한 활성을 보이는 유효물질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자들 사이의 신뢰일 것이고,

도출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한국화합물은행의 방대한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인

화합물 라이브러리로 부터는 더 많은 질환들에 대해 더 많은

연구비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수의 유효물질들, 나아가는 선도물질들의 직접적인 도출이

해결하기 보다는 시스템의 개선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생각된다.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은 합성연구자와
활성 관련 연구자가 공동연구 과제를 신청·수행할 때,

하지만 실제 공동연구자들 중에서 한국화합물은행의

한국화합물은행이 화합물을 기반으로 현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화합물을 활용하거나 또는 활용을 하려는 연구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한국화합물은행이

사용을 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된 이유가 신약개발 자체

단순히 화합물 위탁합성연구 사업을 하기 보다는 합성연구자

보다는 기전 및 우수한 활성 화합물을 찾고자 할 때는

와 활성 관련 연구 자의 공동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그 결과물

특허(IP) 관련 문제로 계속적인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활성 자료를 첨부한 화합물 라이브러리)을 한국화합물은행

한다. 한편으로는 한국화합물은행 화합물의 경우 화합물

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과제 공고시 적절한(또는

양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동물실험을 주로

관심도 우선 순위를 가진) 타겟 및 질환 등을 예로 제시하면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한다.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은 공공기관인 한국화합물은행이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는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연구자로 생각나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면 특허권리를 우선으로 하기

점으로 두서없이 기술해 보았으며,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보다는 다양한 신약기반 연구를 수행하는 보조적인 기관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도서관 증축 공사가 기존 도서관의 현대화 및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한국화합물은행도 계속된 증축(화합물

개인적으로는 너무 신약개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중개

라이브러리의 확충의 의미를 포함)을 통해서 국내를 넘어

연구 기반의 성격을 가진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어떨까 한다. 한국화합물은행의 화합물(기탁 받은 연구자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한국화합물은행이 하나의 독립적인

또는 합성한 연구자가 명확한 경우, 또는 IP 확보가 어려운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여 화합물 라이브러리에 관한 세계적으로

화합물의 경우에 한정)로부터 활성이 확인되고, 이를 사용

최고의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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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테로고리 화합물 라이브러리 합성
팔라듐촉매를 이용한
다양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합성
충남대학교 화학과

염을균 교수

최근 생물학적 유전체에 대한 급속한 학문적
발전으로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인체에 대한
새로운 작용기전을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급격한
생물학적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약물의 작용기
전에 대한 HTS 검색법이 확립되어 다량의 화합물을
한꺼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약효를 가지는 scaffold의 다양성
확보가 화합물 합성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열을 이용하여 화합물 마다 다른
출발물질을 사용하여 각각의 화합물을 합성해야만
주요 화합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수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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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기금속을 이용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합성방법이
급속히 개발되고 있어 생리활성을 가지는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도출에 많이 이용되고 있어 신약 연구개발에
커다란 기여하고 있다. 특히 팔라듐촉매 반응이 고전적인
합성법으로 얻을 수 없었던 화합물의 독특한 작용기들을
쉽게 도입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팔라듐촉매 반응이
온화한 반응조건에서 진행되어 화합물이 포함하고 있는 열에
약한 다양한 작용기를 보존 할 수 있어 유기합성에 필수적인
방법이 되었다. 따라서 팔라듐 촉매는 생물학적 으로 매우
중요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유도체 합성에 유용한 합성도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진이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다양화 팔라듐 반응은 Larock의 고리화 반응을 통한 헤테로
화합물 합성, Heck , Suzuki 및 Sonogashira 반응을 통한
알킬 및 헤테로고리알릴 작용기의 도입, BuchwaldHartwig 반응을 약효가 있는 scaffold을 이용하여 C-N, and
C-O 결합 형성을 통한 다양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합성에
이용되는 팔라듐의 대표적인 반응들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e take care of your compounds and create value for you

・팔라듐을 이용한 고리화 반응
o-Haloaniline 및 o-haloaminopyridine과 internal alkyne
을 출발물질로 사용하여 single step에 다양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아래의 다양한
화합물을 합성하였다. 이 반응의 특징은 두 개의 다른
치환체가 결합된 internal alkyne 들에 크기에 영향을 받아
regioselectivity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indole의 2위치에 silyl group도입함으로서 다양한 치환제로 변환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R3
Pd(OAC)2, PPh3

+

R2

Bu4NCl, K2CO3, DMF
100℃, 51 - 98%

N

R2

R1

Ts
R2, R3 = n-pr, t-Bu, cyclohexyl, TMS, Ph, CH2OH, C(Me)=CH2, (CH2)2OH, CMe2OH

유사한 방법으로 azaindole 및 pyrroloquinoline 유도체 등
다양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었다.
R3

R2

I
N

R3
R2

N

Pd(OAC)2, LiCI
KOAC, BMF, 100℃
27-88%

NHR1

N
R1
COOH

R2

R1
N

NH2

R3

N

R4

R1

+ +

N

5 mol %
Pd/C

O
N

R1

X

H

1) NBS

O
N

R1

2) Suxuki
or Heck

X = Br, I
R1 = alkyl, aryl

R1
R2

R2 = alkyl, aryl

・팔라듐 촉매를 이용한 작용기 도입

R3

I
NHR1
NHR1

OH

N

팔라듐 반응에서 다양한 작용기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Pd촉매를 이용하여 다양한 작용기를
도입하기 위한 작용점으로 halide 및 triflate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들의 팔라듐 금속과의 반응성은 I > OTf > Br
> Cl 이 일반적이지만 헤테로 고리 화합물에서는 쉽게
도입할 수 있는 Br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
halide 들은 헤테로고리의 치환 위치에 따라 매우 다른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어 선택적 작용기 도입을 위하여서는
먼저 낮은 온도 반응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어 첫번째 원하는
작용기를 도입하고 두 번째 작용기를 보다 높은 온도에서
반응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팔라듐을 이용한 반응은 Heck,
Sonogashira, Suzuki 반응을 통하여 다양한 작용기로 치환된
이중, 삼중, 알릴 작용기를 쉽게 도입 할 수 있다. 특히
azaindole은 4개의 isomeric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화합물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N
H

R3

X

R5
Y

Pd - cat

N
N
R1

다른 한편으로 산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에 대하여서도
o-halohydroxypyridine과 terminal alkyne을 이용하여 2위치에 다양한 치환체를 가진 다양한 furopyridine 유도체를
합성할 수 있었으며 또한 생성되어진 fruopyridine의 3위치에 Br을 도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3위치에 Br을
도입한 후 Suzuki 및 Heck 반응을 통하여 다양한 작용기를
도입할 수 있었다.

X = l, Br
Y = Br, CI
R1 = alkyl, Bn, SO2Ph, etc

Heck, Suzuki
sonogashira

R3

N

R2
N
R1

R1 = alkyl, Bn, SO2Ph, etc
R2 = alkyl, CH = CHCH3, aryl, heteroaryl
R3 = alkyl, CH = CH2, CCH3, aryl, heteroaryl

또한 팔라듐 또는 CuI 촉매를 이용한 N-arylation 반응을
통하여 (aza)mdole 화합물의 N-1 위치에 다양한 작용기를
가진 aryl 과 heteroaryl 를 도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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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Anyl Halide

10% Cul
1eq LiCl, 3eq K2CO3
DMF, 120℃

N
H

으로써 본인의 화합물이 우수한 활성을 보여준다면 타 연구에
기본이 되는 연구의 씨앗을 제공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본 연구팀이 팔라듐 금속을
통하여 헤테로고리 화합물합성 연구를 계속하도록 지원해 준
화학연구원의 한국화합물은행에 감사드린다.

N
N
Ar

・직접적인 C-H arylation
전자가 풍부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대해서는 직접 다양한
치환기를 가진 aryl halide를 팔라듐 촉매 반응을 통하여
도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팔라듐 반응은 헤테로 고리에
전자가 풍부한 imidazole, oxazole, thiazole, indole,
benzothiophene, benzofuran 등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적당하다. 또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위치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성을 보여 주고 있어 연속적인 반응에 의하여
다양한 치환체의 화합물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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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듐 촉매를 이용하여 개발에 유용한 의약화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대하여 다양한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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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ase inhibitor, Trk inhibitor, Anti-cancer agent, 5-Hf
receptor ligand Antimycobacterial activity 등 다양한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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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들도 자기의 독자적 분야를 연구하면서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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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세균의

생물막(Biofilm) 형성
억제제 탐색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이진태 교수

0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식물유래 천연물화합물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화합물 라이브러리를 탐색하여 항생제내성
병원성세균의 생물막형성 억제물질을 발굴하여
세균의 병원성을 저해하는 물질을 확보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항세균 물질과 치료
신약 도출이 최종목표이다.

02. 개 요
항생제 남용은 세균들의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여 세균 감염
만성질환 (폐렴, 상처감염, 치주염, 의료기기를 통한 감염
등)의 결과로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12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생제 소비 1위 국가이며
여러 수퍼박테리아의 항생제 내성율이 최고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 항생제내성, 특히 다제내성 수퍼박테리아의
출현은 만성감염 환자 및 면역관련 환자들의 치사율을 크게
높이고, 또한 병원 내 수퍼박테리아 감염은 모든 환자들에게
큰 위협이므로 수퍼박테리아에 대응하여 항생제와는 다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세균들은 생물막 (biofilm)이라는 자기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을 외부의 여러 환경인자로부터 보호하려
하는데 생물막의 예로는 치석, 상처 바이오필름, 의료기기
표면의 바이오필름, 멤브레인 막오염, 배선체하단의 생물막
형성 등이 있다. 특히 생물막을 형성한 세균들은 부유 상태
세균들보다 최대 1,000배까지 항생제 내성을 가질 수 있어
생물막 형성이 항생제내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이
밝혀졌다. 생물막형성이 항생제내성뿐만 아니라 병원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학, 생물공학, 환경공학, 식품공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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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mnas aeruginosa

ε-viniferin
OH

OH

O
HO

None

Inhibition of
Pathogenic biofilm

ε-viniferin

Escherichia coli O157:H7

OH
OH

< 세균의 생물막 (biofilm)과 항생제 내성 모형 >

None

ε-viniferin

3. 용 도
Resveratrol dimer ε-viniferin.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식물
유래 천연 화합물 560종을 대상으로 세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 (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녹농균
Pseudomonas aeruginosa, 장출혈 대장균 E. coli
O157:H7)의 생물막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탐색하고 그
작용기작을 밝히고자 하였다.

522종의 식물 추출물을 스크리닝한 결과 사초식물의 활성 을
확인. 활성 물질인 ε-viniferin (10 μg/mL)이 녹농균 (Pseu
domonas aeruginosa)과 장출혈성 대장균 (E. coli
O157:H7)의 생물막형성을 현저히 억제함. (J Agr Food
Chem, 2013, 61, 7120-7126)
OH

OH

O

4. 실험 방법 및 결과

O

HO
HO

생물막형성 억제제 스크리닝은 먼저 96-well plate를
이용하여 적당량의 화합물 (항생 효과가 매우 적은, 약 25
mg/L 농도)을 병원성 세균의 배양액에 첨가하여 세균의
생물막 형성 억제를 crystal violet staining을 이용해 조사
하였다. 또한, 연속실험 장치인 flow-cell에서 결과를 확인
하였고 인간대장상피세포와 예쁜 꼬마선충 (C. elegans) 을
이용하여 세균의 생물막형성 및 병원성 조사하였다.
A

B

C

생물막 형성 실험.
(A) 96-well plate 이용 스크리닝, (B) 연속실험장치에서
생물막 형성의 3D 영상을 confocal 현미경의 관찰 가능.
(C) 인간 대장상피세포와 예쁜꼬마선충 (C. elegans) 에서
병원성 세균의 생물막형성 및 병원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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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OH

HO
O

OH
OH

Resveratrol 유도체 탐색으로 인한 vitisin B 발견.
Resveratrol 유도체 5종류 (ε-viniferin, suffruticosol A,
suffruticosol B, vitisin A, and vitisin B (6))를 탐색하여
장출혈 대장균 (E. coli O157:H7)의 생물막 형성을 가장
억제하는 vitisin B (5 μg/mL)를 발견하고 그 작용 기작이
세균의 fimbriae 형성을 억제함을 밝힘. (J Nat Prod, 2014,
77, 168-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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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benoids 유도체 탐색.

Ginkgolic acids C15:1.
화합물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식물유래 천연화합물
560종을 스크리닝 하여 장출혈 대장균 (EHEC)의 생물막
형성을 탁월하게 억제하는 은행잎 (Ginko biloba) 추출물에
다량 함유한 Ginkgolic acids C15:1 (5 μg/mL)를 발견함.
특이점은 인체 공생 대장균인 BW25113의 생물막형성
억제를 유발하지 않는 장점이 있음. (Int J Food Microbiol,
2014, 174, 47-55)
E.coli O 157:H7
O O
Coumarin

Biofilm inhibition

O O
HO
Umbelliferone

HO

C.elegans
C.elegans survival

HO
O
Esculetin

다양한 Stilbenoid 화합물을 포도상구균 (S. aureus)의
용혈작용 억제 능력에 대한 연구로 trans-stilbene과
trans-resveratrol (10 μg/mL)이 인체 적혈구 용혈작용을
탁월하게 억제하여 예쁜꼬마선충 (C. elegans) 모델에서
병원성이 억제되었다. (Foodborne Pathog Dis, In press.)
본 연구 결과는 특히 병원유래 감염 세균으로써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multidrug-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의 감염, 폐렴이나 cystic fibrosis 환자의 치사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P. aeruginosa (녹농균) 감염, 항생제 사용이
불가능한 E. coli O157:H7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대한
항생제 대안으로 새로운 항병원성 물질이 사용 가능함을
밝혔다. 약물내성을 가진 균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므로
개발 물질의 경제적 가치는 항생제 시장에서 매우 클 것임.
또한 생물막 억제제를 기존의 항생제와 함께 병행하여
항생효과를 극대화 함.
본 연구는 화합물은행이 보유한 31만종의 유기화합물 대상
으로 확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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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phosphatase들의

저해제 발굴 연구 소개
건국대학교 의생명화학과

김영준 교수

생명체에 있어 그 생명 현상의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의 신호
전달 과정이 발달되어져 있는데, 이 중 단백질 인산화
(phosphorylation)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산화의 과정은 생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백질 인산화 효소(protein kinase)
들에 의해 진행되어진다. 한편 이러한 인산화의 역반응
으로써 단백질 탈인산화(dephosphorylation)과정이 존재
하여 생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 탈인산화 과정은
관련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protein phosphatase) 들에
의해 진행 조절되어진다. 이 분야에 있어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단백질 인산화 효소들에 집중되어져 있다. 반면에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반해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간에 존재하는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는 3가지 family의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데1), 첫 번째 family는 통상 PP (protein phosphatase)로
명칭 되는 serine/threonine phosphatase family로 그 효소
활성을 위해 metal을 필요로 하며 그 기질 특이성을 위해
regulatory protein들이 존재하며 이 regulatory protein과
catalytic protein의 결합에 의해 단백질 활성이 조절되는
기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family는
통상 PTP(protein tyrosine phosphatases)로 명칭 되는
그룹으로써, 그 효소 활성이 CX5R이라는 활성 부위(active
site)의 signature motif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대략적
으로 인간이 약 100 여개 정도가 이 family의 구성원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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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백질 내에는 여러 종류의 domain의 특이성과 active
site 주변부의 구조적 특이성에 의해 기질 특이성이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 family
에는 PTEN 등과 같은 lipid phosphatase들이 포함되며
일부의 경우에는 그 효소 활성이 없는 dead phosphatase
들이 포함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human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
family는 그 활성 부위에 DXDX의 signature motif를 가진
Haloacid Dehalogenase(HAD) 유래의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 그룹이다. 이 family에는 3가지의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 그룹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Chronophin이라는
하나의 serine protein phosphatase로써 actin dynamics
에 관여되는 Cofilin을 탈인산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두 번째는 Eyes Absent(EYA)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4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눈 등의 발생 과정에 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세 번째 그룹은 CTD phosphatase들로써 human의 경우 8
개의 단백질들이 여기에 속하여져 있다. RNA polymerase II의
C-terminal domain(CTD)에 있는 인산화 된 serine(phospho
serine)을 탈인산화 시키는 FCP1(CTDP1), SCP1(CTDSP1)와
Dullard(CTDNEP1), CTDSPL2(CTDSPL2) 같은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4)
SCP1이란 Small CTD phosphatase 1 의 약자로 SCP1은
RNA Polymerase Ⅱ의 C-terminal domain(CTD)의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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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는 phosphoserine을 탈인산화 (dephosphor
ylation)하는데 관여하여 유전자 전사 과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다.4) SCP1은 자세한 생물학적 기능과
관련된 다른 단백질들과의 상호작용이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더 연구되어야 할 protein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논문으로 부터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SCP1은 신경 세포 분화
이전 단계인 줄기세포에서 신경세포로 분화하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억제하는 중심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5)
치매(Dementia)는 주로 지능의 발육이 늦거나 정지된
것으로 치매에 걸리기 이전에는 정상적이던 지능이 대뇌의
이상 질환으로 지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치매의 원인은 정확하지 않고 신경전달물질로
기억력과 관련된 신경 세포의 퇴화와 신경전달물질의 농도
저하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신경 세포 퇴화와 관련하여 신경
줄기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단백질들이 몇
종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SCP1이다. SCP1을 포함한 인간에
존재하는 CTD phosphatases는 그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SCP1의 신경세포 분화 억제 기능을
활용하여 적정한 SCP1의 저해제가 개발된다면 퇴행성
신경질환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한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신경줄기세포 분화에 관여하는
SCP1 단백질의 조절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저해제를 찾아 국내 줄기세포 분화 연구에 기여하고자 본인의
연구실이 한국화합물은행의 도움을 받아 관련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먼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에 있는 Dr. Zhang의
연구실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6)에 의하면 SCP1들에 대한
선택적 저해제로 ‘Raberprazole’이라는 화합물을 찾아낸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으며, 국내에서 몇 군데 연구 그룹이
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방법으로 SCP1 들의
저해제 발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의
연구실도 SCP1의 선택적 저해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한국화합물은행으로부터 약 8000여종의 화합물 라이브러리
를 받아 in vitro assay법으로 pNPP assay와 phosphopeptide
malachite green assay을 활용하여 SCP1에 대한 저해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결과 우리는 8종의 후보
저해제 물질을 발굴하여 구조적인 연구와 virtual screening
을 결합하여 최적의 후보 저해제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최적화된 후보를 가지고 모델 세포에서 신경세포

분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 관련 국내 연구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줄기
세포 분화 등의 기술 확립에 기반을 제시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우리의 SCP1 저해제 발굴 연구는 현재 손상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뇌세포와 같은 신경 세포의 재생과 관련된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퇴행성 신경 질환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신 한국
화합물은행과 이러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화합물
기탁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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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은행을 활용한

줄기세포 기반
신약후보물질 스크리닝

KAIST, 생명과학과

KAIST, 의과학대학원

한용만 교수

최정윤 대학원생

유도만능줄기세포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
줄기세포(stem cell)란 미분화된 세포로서,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분화능력과 스스로 복제
가 가능한 자가재생산(self-renewal)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줄기세포는 난치병 치료, 재생
의학, 약물개발 등에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줄기세포 중에서 카이스트 발생분화연구실에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유도만능줄기세포’이다. 외인성
전사인자의 발현에 의해 분화된 체세포로부터 전능성의
줄기세포로 만들어지는 유도만능줄기세포는 교토대
Shinya Yamanaka교수에 의해 2006년 처음 성공
하였고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분야로
면역거부반응이나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차세대
줄기세포로 각광받고 있다.

질환모델링을 통한 다양한 연구
발생분화연구실에서는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제작하는 기술
을 이용하여 다양한 난치성 유전질환에 대한 환자특이적
(patient-specific)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확립하고 있다. 만들
어진 질환특이적 줄기세포는 그 질환의 유전적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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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면서 원하는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들 질환특이적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체외
에서 질환의 표현형을 재현하는 것을 질환모델링
(disease modeling)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능해진 ‘접시 속의 질병(disease-in-a-dish)’
으로 인해 질환 치료를 위한 수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할 수는 없지만 세포대상
이라면 가능한 실험들이 많기 때문이다. 환자의 조직을
제공받는 것은 침습적이며 조직 분리가 불가능한 부위도
존재한다. 하지만 환자특이적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
하면 신경세포, 간세포, 심근세포 등 원하는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한 질환 메커니즘 연구, 약물
스크리닝, 세포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본 연구실에서는 환자특이적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환 메커니즘 규명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초기분화 과정에
관련된 연구는 환자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지
만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다음으로 치료 가능
성이 있는 신약후보물질 확보를 목표로 스크리닝
(screening)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에게 직접 모든
약물을 테스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세포 단위에서의
간접적인 효과 예측이 신약개발 및 환자 맞춤형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여러 난치성
유전질환에 대한 치료법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 기대
한다.

한국화합물은행을 활용한
신약후보물질 스크리닝

본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인 CFC
(Cardio-Facio-Cutaneous) 신드롬은 BRAF유전자 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전질환이다. 심장 및
얼굴기형, 피부이상, 성장부진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치료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화합물을 선정하기 위한
스크리닝을 수행하고 있다. CFC신드롬 환자특이적
유도만능줄기세포가 배아체(embryoid body)로 분화
하는 초기 단계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는 화합물을
선정하여,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약물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스크리닝 시스템의
장점은 쥐와 같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 세포를 가지고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과, 환자와 같은 표현형을
나타내는 세포에 직접 대량 약물효능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세포에서의 치료효과 및
독성평가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화합물은행에서
제공받은 1,000여 종의 화합물을 대상으로 CFC배아체에서 스크리닝을 수행하고 있고, 추가로 더 많은
화합물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한국화합물은행은 많은 수의 화합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된 라이브러리(library)가 있어,
연구자의 흥미와 관련된 화합물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편리하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화합물은행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화합물은행도
은행이니 만큼 연구자들은 빌린 만큼의 연구 성과를
내어 이자를 갚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성과는 과학, 의료 및 사회 전반에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화합물 은행이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약물의 90% 이상이 시장 진입에
실패하는 실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신약 스크리닝
시스템의 가치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실
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효과적인 신약후보 물질
스크리닝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시도 중이며, 이 과정
에서 한국화합물은행(Korea Chemical Bank)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약 1년 전부터 한국화합물
은행으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화합물을 여러 차례 제공
받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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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Fingerprint 를 이용한
리간드기반 가상탐색
한국화학연구원
신물질기반연구센터

채종학 박사

새로운 개념의 분자유사도 (molecular descriptor similarity)
개념이 최근 개발되었다. 이 유사도를 가상탐색과 scaffold
hopping에 적용한 결과 기존의 화합물구조기반의 유사도
방법보다 더 다양한 골격의 화합물을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었다.

무작위적인 유기합성 과정의 시간과 경비를 줄여
신약연구 개발과정을 효율화하 는 기술이다. 3D-QSAR
계산에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측모델 구축방법으로
CoMFA (Comparative Molecular Field Analysis),
CoMSIA (Comparative Molecular Similarity Analysis),
RSA (Receptor Surface Analysis), MSA (Molecular
Shape Analysis) 등이 있다.
유사도를 이용한 설계

구조-활성 이용한 설계

기준분사

DB

유사도
계산 엔진

표현자

대상 화합물
그룹 선정

활성도 계산할
화합물

구조

생리활성

선정된
화합물
표현자

유사분사시안

분자표현자, 분자유사도
분자유사도는 “유사한 화합물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라는 근본원리에서 출발하여 화합물의 물성 예측이나
특정 성질을 가지는 신규 화합물 디자인 등 화학정보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분자유사도 기반의 화학
정보학 연구는 1960년대 Hansch의 분자표현자를 이용한
화합물 구조-활성간의 정량적 상관관계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CAS (Chemical Abstract Services)에
의하여 화학구조가 컴퓨터에 탐색가능한 형태로 저장
되는데 활용되고, 1970년대 이후 화학구조의 2차원, 3
차원 구조 및 pharmacophore 연구 기법으로 발전
하였다. 1980년대에는 화합물군의 분류방법 연구, 1990
년대 분자 다양성에 기초한 화합물 라이브러리 설계 등의
분야에 활용되었다. 특히 신약개발 분야에서 분자유사도는
가상탐색, 유도체 설계, 활성 독성예측 등의 연구에서
필수적이다. 유사도기반의 가상탐색은 특정 약물 타겟에
대하여 활성이 있는 화합물을 seed로 이용하여, 수백만
종의 화합물 DB에서 활성이 있을 확률이 높은 소수의
화합물을 검색하는 방법이다 (리간드기반 가상탐색).
유도체 설계는 활성·불활성 리간드들의 2차원적 또는 3
차원적 구조 변형에 따르는 약리작용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여 구조로부터 도출된 분자표현자료와 약리 작용
간의 상관관계를 유도하고 (3D-QSAR) , 이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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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화합물

활성 예측
훈련 시스템

훈련된
예측
시스템

예측된 생리활성

Pharmacecophore
정의

SBD
위한 엔진

수용체의
3차원 구조

구조에 바탕을 둔 설계

화합물 구조로부터 정량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화학구조를 분자표현자로 전환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
하다. 각각의 화학구조는 수치 값의 나열이나 벡터 또는
bit형태로 표현되고, QSAR방법에서 사용되는 표현자
뿐만 아니라 화학구조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자들이 개발되어 왔다. 현재 약 3,000
여종의 표현자가 알려져 있고, 이들은 크게 분자의
일부분을 수치화 하는 분자인식 기술 (molecular
fingerprint)과 분자전체의 특성을 수치화 하는 총괄적
표현기술 (holistic description)로 구분되어진다. 특히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지닌 화합물을 설계하기 위하여
쉽게 계산되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자들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자표현자는
크게 실험치와 이론치로 나뉠수 있다. 실험치는 logP,
molar refractivity, dipole moment, polarizability
등과 같이 실험으로부터 얻어지는 물리화학정
성질이다. 이론치는 화합물의 구조로부터 계산될수
있는 값으로 0차원 (조성비, 함량 등), 1차원
(fingerprint 등), 2차원 (molecular graph), 3차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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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분자표현자 등이 있다. 현재까지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고효율 약효탐색기법 (HTS) 으로부터 생산된 대용량의
화학생물정보 데이터 로부터 약물의 작용기전을 예측하기 위한 화학정보학 연구에 주로 화합물 구조기반의 2차원 분자
표현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HTS fingerprint (HTS-FP)
최근에는 기존의 화합물 구조기반의 표현자를 대신하여, 축적된 HTS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합물의 profile을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분자표현자가 개발되었다. Novartis 사의 연구자들은 자사에서 수행된 195개의 HTS 데이터를 이용하여
HTS-FP를 개발하고 자사의 150만종 화합물의 생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고 가상탐색과 scaffold hopping 연구에
응용하였다. 이 표현자를 활용한 가상탐색에서는 프로브 화합물의 구조와 상이한 새로운 구조의 활성화합물들을
발견하였으며, focused 라이브러리 설계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활성이 좋은 화합물 군을 선별할 수 있었다.

방법
HTS 데이터는 Novartis 사에서 10년간 수행된 195개의 다양한 타겟에 대한 HTS 결과를 이용하였다. 각 HTS
데이터에 대하여 % 저해도 (inhibition)에 대한 z-score를 계산하여 HTS별 화합물의 표준활성프로파일을 구하였다.
두 화합물 사이의 유사도는 Z-score에 대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와 두 화합물이 공통으로 사용된 HTS
숫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Sim Score(x, y) =

σ(x)

[(

coverage( x, y)
2

coverage(x, y) =

) + 0.5 ] x

Pearson( x, y)

U

Z-score(xi) =

xi - μ(x)

즉, 두화합물의 Z-score가 유사할수록, 두 화합물이 공통 으로 사용된 HTS 개수가 클수록 두 화합물의 유사도 지수가
커진다. 예측모델 구축에는 random forest(RF), naive bayes (NB), logistic regression (LR) 등의 방법을
시도하였는데 그중 RF 방법이 가장 효율이 좋았다.

응용
개발된 예측모델을 Novartis 사의 50개 assay와 Pub
Chem의 46개 assay 데이터에 대한 가상탐색과 유도체
검색에 활용하였다. 수만 개 화합물 중에서 활성이 있는
화합물을 선별 하는 능력을 비교한 아래 그림에서 구조
기반의 fingerprint (파란색)에 비하여 HTS-FP (검은색)
이 활성 화합물을 선별하는 효율이 약간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 두 개의 표현자를 융합한 방법(빨간색)이
각각보다 효율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별된 화합물의 골격다양성을 비교한 결과 두 분자
표현자를 융합한 방법이 각각 표현자를 이용한 방법
보다 더 우수 하거나 대등한 결과를 보인다.

결론
축적된 HTS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된 HTS-FP를
이용하여 화합물의 profile을 기술하는 방법이 개발
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활성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HTS
에서 나온 활성화합물의 유도체를 검색하는데 이용한
결과, 기존 화합물 구조기반의 표현자 방식보다 더
다양한 골격의 화합물을 선별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scaffold hopping 연구도 가능하였다. 또
계산값인 chemical fingerprint와 실험값인 HTS-FP
를 결합한 hetero-geneous calssifier fusion 방식을
사용하면 더 좋은 예측모델을 만들 수 있다.

참고문헌
1. Riniker, S. et al; Using information from historical high-throughput screens to predict active compounds; J. Chem. Inf. Model. (2014)
2. Petrone, P. M. et al; Rethinking molecular similarity: Comparing compounds on the basis of biological activity; ACS Chem. Biol. (2012), 7, 1399-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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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은행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스핑고리피드 소재은행장

김상희 교수

스핑고리피드란?
생명현상 규명의 tool로써 스핑고리피드
스핑고리피드는 체내에 존재하는 지질의 한 종류 로써
세포의 성장, 분화, 사멸 및 세포의 선택적 물질이동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신호 전달 물질로써 다양한
생명현상에 관여한다. 이러한 역할에 따라 생명현상
규명과 신약개발의 시발점 으로 각광받고 있다.

바이오·신약 산업의 핵심 소재 스핑고리피드
스핑고리피드는 생명현상 및 작용기전의 규명에 폭넓게
활용되며, 또한 항암제 개발을 위한 선도 물질, 줄기
세포를 이용한 신경세포의 생성, 분화 조절 물질, 자가
면역 질환과 장기이식 거부반응 조절 물질 등 다양한
신약개발의 핵심 소재로써 활용 가능하다.

스핑고리피드 소재은행
스핑고리피드소재은행은
스핑고리피드의 총체적 소재집단을 형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응용 연구를 유도하여 스핑
고리피드 연구의 인프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 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생명현상 규명, 바이오,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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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take care of your compounds and create value for you

스핑고리피드소재 활용 예시
Natural sphingoid bases

・nSMase2 inhibitor 도출
・뇌질환 치료물질 도출

Non-natural sphingoid bases

・난소암, 췌장암 세포 이상증식 저해 활성
물질 10종 도출 (via 국제공동연구)

Sphingoid probes

・Wnt signaling과 발모 관련성
가설 입증 확인

Glycosphingolipids

・Sphingolipid probe 설계 및 제작
・암 세포 내 독성 작용경로 예측

・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PCT/KR2010/007136 (2010.10.18)

Ceramides

・염증성 지부질환 및 피부 과다각화증질환
치료제 개발 (특허 출원 1020110130563)

How to Contact Us?
스핑고리피드소재은행은 스핑고리피드의 총체적 소재집단을 형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응용 연구를 유도하여 스핑고리피드 연구의 총체적 인프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생명현상 규명과
바이오,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스핑고리피드소재은행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소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시어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http://slb.knrrc.or.kr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9동 서울대학교 20동 419호, 216호
TEL : 02.880.2488 FAX : 02. 762. 8322 E-mail : slbank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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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자와 한국화합물은행간의 계약절차 간소화(전자문서 계약서 도입 등) 및 화합물 활용절차 간소화 추진으로 활용자 편의성 도모

(택배발송 또는 방문수령)

관련학회참가(홍보부스, 광고게재, 세미나 등)를 통해 기탁·활용 독려 및 홍보
한국화합물은행 설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움 개최예정(2015년 11월)

화합물 기탁자-활용자간의 연구 중개를 강화하여 R&D open innovation 및 공동연구 촉진

기탁 및 활용 문의 (Tel. 042.860.7190

E-mail. chembank@krict.re.kr)

(042) 860-7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