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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기술 개요
발명의 명칭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등록일

2015년01월06일

등록번호

10-1481902

출원일

2013년07월10일

출원번호

10-2013-0081166

발명자

진병래 外 3명

분류

B63B 21/50, B63B 35/44

출원인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발명은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이를 코딩하는 핵산 서열, 상기 폴리펩티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균 및 항진균용 조성물에 관한 것임

요약

본 발명에 따른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는 서브틸리신 A 및 프로테아제 K에 대한

저해 활성을 통해 세균, 병원성 곰팡이균과 같은 미생물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바, 의약품,
세정제, 식물병 방제제, 코팅제 또는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소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대표 청구항

청구항 1
서열번호 1로 표시되는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지며,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폴리펩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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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특장점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은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이를 코딩하는 핵산 서열, 상기 폴리펩티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균 및 항진균용 조성물에 관한 것임
 본 발명자들은 동양종 꿀벌인 토종벌(Apis
cerana) 유래 카잘-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을 코딩하는 cDNA 유전자를

<서브틸리신 A 및 프로테아제 K에 대한 저해 활성>

최초로 클로닝함
 상기 cDNA 중 카잘 도메인을 암호화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벡터에 삽인 후
곤충세포주에 도입하여 생산한 재조합

* 본 발명의 재조합단백질은 본 발명의 재조합 단백질(토종벌
유래의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 cDNA의 카잘 도메인)은
트립신, \알파 키모트립신, 엘라스타제, 트롬빈, 조직

단백질이 서브틸리신 A 및 프로테아제 K의

플라스미노겐 활성인자와 펙터 Xa에는 저해 활성을 나타내지

활 성 을 저 해 함 과 동 시 에 , 그 람 양성 균 과

않았지만, 세균 및 곰팡이 유래 세린 프로테아제인 서브틸리신 A

식물병원성 및 곤충병원성 곰팡이에 항균

및 프로테아제 K에 저해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및 항진균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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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기술 특장점

기술의 특장점
<재조합 단백질의 미생물 결합능 확인>

<재조합 단백질의 미생물 항미생물 활성 확인>

* 본 발명의 재조합단백질은 그람음성균인 E. coli에서는 성장

억제 활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그람양성균인 B. thuringiensis
* 본 발명의 재조합단백질은 E. coli를 제외한 세균 B. subtilis 및

및 B. subtilis의 50% 성장 억제 활성 MIC50은 각각 53.33 과

B. thuringiensis, 그리고 곰팡이 B. bassiana 및

43.83 로 나타났으며 곤충병원균인 B. bassiana 및 식물병원균인

F. graminearum에 결합하는 것을 확인함

F. graminearum의 50% 성장 억제 활성 IC50은 각각 12.44 및
92.15 로, 그람양성균과 식물병원성 및 곤충병원성 곰팡이에
항균 및 항진균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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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현황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지식재산권 현황
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1
2
3

토종벌 유래 세카핀 펩티드
특정 아미노산 함량을 증가시키는 산왕거미 유래의 AvMaSp 유전자 및 이의 용도
항진균 및 살충용 토종벌 유래 ICK 펩타이드
산왕거미 유래 메이져 엠풀레이트 스피드로인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당뇨병 및
당뇨합병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아제 저해 활성을 갖는 산왕거미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억제 및 항섬유소용해용 조성물
엘라스타아제 저해 활성을 갖는 토종벌 유래의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 및 이를 유효성
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억제용 조성물
산왕거미 유래 메이저 엠풀레이트 스피드로인 단백질의 반복적인 C-말단 영역의 폴리펩티드
서열 및 이를 코딩하는 염기서열
항섬유소용해 기능을 가진 호박벌 독액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폴리펩티드 및
이를 코딩하는 염기서열
베큘로바이러스의 다각체 단백질과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표면 항원 E2가 융합된 융합 단백
질을 발현하는 재조합 누에 핵다각체병 바이러스 및 상기 융합 단백질의 제조방법
호박벌 독액의 봄볼리틴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
섬유소원 및 섬유소 용해 효소로서의 호박벌 독액 유래 세린 프로테아제
호박벌 독액의 포스포리파제 A2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
호박벌 독액의 프로페놀옥시다아제 활성 단백질분해효소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
돼지 오제스키병 바이러스의 당단백질 gB, gC 및 gD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
신규의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 및 이의 구조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티
드 서열
누에유충 생체에서 직접 외래단백질을 발현하는 재조합베큘로바이러스를 제작하는 기술

1020150071227
1020140113190
1020140112953

101638863

1020130136689

101597006

1020130081166

101481902

1020120124193

101437408

1020120124166

101374757

1020110114413

101494711

1020110114376

101391988

1020110062512

101313906

1020100032852
1020100011400
1020090073410
1020090013131
1020080111192

101086065
101086066
10103940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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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101676917

1020080109071
1020060110729

1009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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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기술 적용분야

기술의 적용 분야
 본 발명에 따른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는 서브틸리신 A 및 프로테아제 K에

대한 저해 활성을 통해 세균, 병원성 곰팡이균과 같은 미생물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바,
의약품, 세정제, 식물병 방제제, 코팅제 또는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소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항균 및 항진균제의 다양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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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개

기술성

시장성

기술보유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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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기술동향

기술 동향
 국내 항균제/항생제 기술 동향
 2000년대부터 항생제의 기본구조를 새롭게 합성하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타겟의 항생제가
개발됨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성 문제와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그람음성 슈퍼박테리아의 경우
유일하게 2014 년 머크(큐비스트)가 FDA 승인을 받은 Zerbaxa와 2015년 앨러간(Cerexa)이 FDA에서
승인

받 은 Avycaz 밖 에

[FDA에서 임상중인 그람 음성 계열 주요 슈퍼항생제 후보]

없기에, 최근 빅파마들을
중 심 으 로 Gram-negative
슈퍼항생제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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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특허 현황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유사특허 현황
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인

1

항균, 항진균 및 항암 활성을 갖는 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

1020150048678

-

대한민국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

2

항균 활성 및 항암 활성이 강화된 리소좀의 제조방법

102012004776

101421534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3

재조합 효모를 이용한 항균 활성 및 항암 활성이 개선된 리소좀
제조방법

1020140146475

101616492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4

표적적 항균 활성이 강화된 리포좀,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항균 제품

1020150158400

101621352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5

신규한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CJBV 및 이를 포함하는 항균 조성물

1020160058167

10171556

씨제이제일제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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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기존기술의 한계

기존 기술의 한계점
 벌 유래 카잘-타입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의 부재
 현재까지 알려진 카잘-타입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은 흡혈곤충, 모기, 누에, 초파리, 메뚜기 및
딱정벌레 등의 곤충 유래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벌 유래 카잘-타입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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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력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대상 기술의 경쟁력
 토종벌 유래 카잘-타입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 최초 클로닝


토종벌로부터 카잘-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을 코딩하는 cDNA 유전자를 최초로 클로닝함


상기 cDNA 유전자는 128개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384개(종결코돈 포함 387개)의

핵산서열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단백질은 5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P1 영역과 6개의 시스테인 구조를 포함한 카잘 도메인(Kazal domain)을
가지는 것을 확인
[본 발명의 단백질과
다른 카잘-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과의 상동성]

• 밑줄: 카잘 도메인(Kazal domain) 부위;
• 별표(asterisk): P1 영역;
• 검정색 원 (solid circle): 보전된 이황화 결합을
이루는 시스테인 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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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개

기술성

시장성

기술보유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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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시장 규모 및 현황
 국내외 항균/항생제 시장 규모


글로벌 항생제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416 억 달러(약 50 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각종 항생제
신약 출시가 본격화되는 2019 년부터는 연평균 약 7%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이어갈 전망임



국내 항생제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1 조 3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됨
 국내 항생제 시장은 수년 전부터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항생제 시장 전망]

전세계적으로 항생제의 내성 문제가
심각해져 국내에서도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분위기가 형성된데다 기존
시장의 치료제 대비 혁신적인
신제품들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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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업 현황

기업 현황
 국내 항균/항생제 경쟁업체 동향


인트론바이오, 슈퍼박테리아용 항생제 WHO 산하기관 신약성분 등록(2017.03)


인트론바이오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증 바이오신약인 'N-Rephasin® SAL200(SAL200)'의 유효
약물성분에 대한 글로벌 신약 성분명인 'TonaBACASE(토나바케이즈)'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관인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으로부터 최종 채택 등록됨



아미코젠, 직접 발효 방식의 페니실린계 항생제 기술 개발 진행시작 (2017.03)
 아미코젠은 기존에 보유한 생산기술에 대사공학기술과 분자진화기술을 적용해 직접발효
방식의 페니실린계 항생제 중간체 제조 기술개발을 진행중임
 최근 세계 페니실린계 항생제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대형 제약회사와 기술개발
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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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개

기술성

시장성

기술보유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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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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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책임교수
연구실명

응용생물공학과

연구자

진병래 교수

E-mai

brjin@dau.ac.kr

전화

051-200-7594

학력

Ph. 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994.

• Insect Molecular Biology and Biotechnology

[2011. 1 - Present] Guest Professor, Jiangsu University of Science

• Insect Functional Genomics

and Technology, China

• Development of Recombinant Viral Pesticides

[2009. 7 - 2014. 6] Chutian Scholar,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Hubei Province, China
[2009. 4 - Present] Professor, College of Natural Resources and

동아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김기연
051-200-6534 / kky1216@dau.ac.kr

Life Science, Dong-A University
[2006. 9 - 2007. 2] Visiting Professor,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China (Class: Insect Molecular Biology &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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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문실적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논문실적
번호
1

2

제목

저자

Molecular cloning and characterization of a diapause-specific

Wan, H., Yuan, M., You, H.,

peptide in the beet armyworm, Spodoptera exigua.

Li, J., Jin, B.R.

Complete nucleotide sequence and organization of the

Kim, J.S., Park, J.S., Kim, M.J., Kang,

mitochondrial genome of eri-silkworm, Samia cynthia ricini

P.D., Kim, S.G., Jin, B.R.,

(Lepidoptera: Saturniidae).

Han, Y.S., Kim, I.

Production of Aujeszky's disease (pseudorabies) virus
3

envelope glycoproteins gB and gC as recombinant polyhedra
in baculovirus-infected silkworm larvae. ).

4

5

Kim, B.Y., Lee, K.S., Sohn, M.R., Woo,
S.D., Yoo, S.S., Je, Y.H., Jin, B.R.

Molecular cloning and fibrin(ogen)olytic activity of a

Qiu, Y., Choo, Y.M., Yoon, H.J.,

bumblebee (Bombus hypocrita sapporoensis)

Jin, B.R.

Molecular cloning and antibacterial activity of bombolitin

Qiu, Y., Choo, Y.M., Yoon, H.J.,

isolated from the venom of a bumblebee Bombus terrestris.

Jin, B.R.

저널명, 발간년도
J. Asia-Pac. Entomol. 15,

J. Asia-Pac. Entomol. 15, 162-173.

J. Asia-Pac. Entomol. 15, 114-120.

J. Asia-Pac. Entomol. 15, 79-82.

J. Asia-Pac. Entomol. 15, 21-25.

Production of classical swine fever virus envelope glycoprote Lee, K.S., Sohn, M.R., Kim, B.Y., Choo,
6

in E2 as recombinant polyhedra in baculovirus-infected silkw Y.M., Woo, S.D., Yoo, S.S., Je, Y.H., Ch
orm larvae.

7

Antifibrinolytic role of a bee venom serine protease inhibitor
that acts as a plasmin inhibitor.

Mol. Biotechnol. 50, 211-220.

oi, J.Y., Roh, J.Y., Koo, H.N., Jin, B.R.
Choo, Y.M., Lee, K.S., Yoon, H.J., Qiu,
Y., Wan, H., Sohn, M.R., Sohn, H.D., Ji

PLoS ONE 7, e32269.

n,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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