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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소란 무엇인가?

활성산소는 산소의 단계적 환원 (연소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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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원시 대기의 구성

• 45억년전 지구의 원시대기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 메탄
가스 및 물로 구성되어 있다.

• 천둥/번개, UV, 활발한 화산활동이 있다.

45억년전 원시지구의 상상도

원시 원핵세포 화석의 발견 (35억년전)( )

원시 원핵세포의 화석층



원시 광합성 박테리아가 지구의 환경을 바꾸다 (25억년전).

바하마인근 바다에서 원시광합성 박테리아의 화석

Layers of a bacterial mat

cyanobacteria

Cyanobacteria의 출현 (25억년전) 

광합성이 가능한 박테리아• 광합성이 가능한 박테리아

• 2H2O → O2 + 4H+2H2O  O2  4H

• 지구대기중에 산소의 생성



산소와 관련되어 지구에 생긴 일들

광합성이 가능한 박테리아 (cyanobacteria)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기
시작함 : 2H2O  4H + O2     

25억년 전

대기 중 산소가 1%에 도달. 

원시적 무산소균이 산소가 없는 곳으로 숨어들어 가거나 진화하여 항산화효

13억년 전

소를 만들기 시작함. 

원핵세포 박테리아가 산소를 물로 환원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여 호기성으
로 진화. 

복잡한 진핵세포가 등장함.      

산소가 10%에 도달. 오존층의 형성으로 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것5억년 전

이 가능해짐.

영장류가 등장함.6천 5백만년 전

인간이 등장함. 대기 중 산소가 21%에 도달.5백만년 전

왜 산소가 필요한가?

호기성 생물과 무산소성 생물에서 에너지를 얻을 때의 효율성 비교호기성 생물과 무산소성 생물에서 에너지를 얻을 때의 효율성 비교

산소가 없을 때: 포도당  2 피브린산 + ~ 7 ATP

산소가 있을 때: 포도당  6 이산화탄소 + 6 물 + ~ 32 ATP

산소는 생명체에게 보다 많은 에너지를 줌으로써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 됨



활성산소란 무엇인가?

활성산소는 산소의 단계적 환원 (연소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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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세포내의 소기관

핵세포골격 핵세포골격

소포체미토콘드리아 소포체미토콘드리아

세포막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내 활성산소 생성의 주요 기관이다

• 에너지(ATP) 생성 기관

• 에너지 생성 도중 활성산소의 생성 유발 (전체 산소 소비량의 2%)( )

• 세포내는 항산화 효소들을 이용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함

세포내의 활성산소는 주변 환경에 의하여 생성이 유발된다.

활성산소 항산화제활성산소 항산화제

세포내의 단백질, 지질, 핵산의 산화

세포의 노화, 사멸을 촉진하여 질병(암, 대사성질환, 치매) 유발



항산화제는 세포내의 활성산소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

내부 항산화제 외부 항산화제

• Catalase
• Supeoxide dismutase
• Peroxiredoxin

• 비타민 C, E
• 미네랄
• 베타카로틴Peroxiredoxin

• Glutaredoxin
베타카로틴

활성산소는 농도에 따라 세포에 여러 다른 영향을 준다

활성산소

정체기 성장증식 계획사
(apoptosis)

괴사
(necrosis)

성장증식중지
( p p ) (necrosis)



활성산소는 두 얼굴을 가진 물질이다.

조절 가능 조절 불가능조절 가능 조절 불가능

나쁜 활성산소 좋은 활성산소

생성양 많음 적음

생성기간 지속적인 생성 일시적인 생성생성기

생성 기관 미토콘드리아, 
Lipooxygenase, XO, 

GO

효소체계(NADPH 
oxidase), 외부의 자극과

연결GO 연결

활성산소의 대상 단백질, 핵산, 지질 산화 세포내 효소의 활성조절

질병 유발: 암, 치매, 대사성
질환

중요한 생리 작용에 기여: 
host defense, 호르몬 생

성, 세포의 성장, 분화



나쁜 활성산소와 좋은 활성 산소의 생성

사이토카인
성장인자성장인자

UV/X-ray

병리 상태의 Mitochondria

NADPH oxidases 고

O2
H2O2

_.
저

세포사멸 괴사정체기 증식/분화

성장인자 수용체

세포막을 통한 여러 신호는 좋은 활성산소를 생성한다

G-단백질수용체 성장인자 수용체사이토카인
수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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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침입

활성산소

항산화효소

활성산소
제거

세포신호전달

항산화효소

세포신호전달



세포막 수용체 자극에 의한 미토콘드리아의세포막 수용체 자극에 의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산소 생성 조절 가능성 연구

NADPH Oxidase수용체

RacRac
p67 or NOXA1p67 or NOXA1

p47 or NOXO1p47 or NOXO1

활성산소세포신호전달 활성산소세포신호전달

세포의 증식 분화세포의 증식, 분화

NADPH oxidase (gp91phox)의 구조

e-

O2 O2
-·

Heme binding site:
Inner: H101 & H209
Outer: H115 & H222

e-

FAD binding site:
337HPFTLSA
355IRIVDG

e

NADPH: Km 40μM
NADH: Km 2.5mM

e-



생체방어에서 활성산소의 좋은 기능: 
NADPH oxidase의 역할

생체방어를 위한 NADPH oxidase의 활성화



NADPH oxidase의 활성화와 살균기능

NADPH oxidase 2의 돌연변이는 CGD를 일으킨다



만성육아종성질환 (chronic granulomatous disease)

소화기 및 호흡기에서 점막면역

호흡호흡및및소화소화

피부

점막

피부

점막

염증성염증성세균세균 ((11--5x105x101111 ccells)ells)

외부외부환경에환경에계속계속노출됨노출됨

MicrofloraMicroflora: 100 Trillion Organisms with 300: 100 Trillion Organisms with 300 SpeciesSpeciesMicrofloraMicroflora: 100 Trillion Organisms with 300 : 100 Trillion Organisms with 300 SpeciesSpecies
(total 2.5kg of (total 2.5kg of microfloramicroflora per body)per body)



장 점막의 구조

장내세균 장내세균의 방어기전

장내세균의 청소에 Nox는 필수적이다

형광표지 세균을 먹인 파리

정상파리의
대장에서

Duox 유전자
결핍 파리의

정상파리 Duox 유전자
결핍 파리

대장에서
나온 균의 수

결핍 파리의
대장에서

나온 균의 수



활성산소활성산소 생성을생성을 못하는못하는 파리는파리는 세균에세균에 의하여의하여 죽는다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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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x 유전자
결핍 파리

장내세균의 생존은 활성산소에 의하여 조절된다

먹은 미생물

Host cell 
damagel

Microbicidal
effect

먹은 미생물
H2O2HOCl

damageCl-

effect

O2
.-

Heme

FAD DUOXDUOX
NADPH



The vestibular systemStructure of the ear

Otoconia (also known as otolith) are formed above the sensory hair cells 
of the utricle and saccule in the embryonic inner ear. o t e ut c e a d saccu e t e e b yo c e ea

Otoconia (청사): 전정낭(난형낭과 구형낭) 의 수용기섬포를 덮고 있는 젤라틴 덩어리
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탄산염의 결정체. 평형감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Because of their large inert mass  otoconia shift in relation to the sensory Because of their large inert mass, otoconia shift in relation to the sensory 
epithelium during acceleration of the head, thereby modulating the 
membrane potential of the hair cells. 

The inorganic component of otoconia is crystalline calcium carbonate in 
l h l [ ] f h d l hmammals. In the low [Ca2+] environment of the endolymph, Ca2+ is 

thought to be supplied for crystal formation by lipid vesicles called 
‘‘globular substance’’.

기울어진 머리를 가진 쥐는 안쪽 귀의 otoconia 생성에 문제가 있다

Wild type Mutant

Genes and Development 18; 486 (2004)



Nox3의 돌연변이

Genes and Development 18; 486 (2004)

Otoconia 생성에서 Nox의 새로운 기능

Linear acceleraton
and gravity

산화형 otoconin은 구조적인 변형을 유도하여 단백질 다중체를 형성함
칼슘, HCO3, 산화형 otocnin이 결정체를 형성함



ROS 항산화제

정상

항산화제

ROS

항산화제

비정상노화, 세포사 비정상

ROS

항산화제

성장둔화
비정상

성장둔화

활성산소는 두 얼굴을 가진 물질이다.

조절 가능 조절 불가능조절 가능 조절 불가능



수용체와 연결된 NADPH oxidase은 좋은 신약의 타겟인가?

면역반응

NADPH oxidase의 활성화 저해제

활성산소

동맥경화 골다공증

파킨슨병호흡기염증 파킨슨병

Physiol Rev. 87:245-313 (2007)
Free Radic Biol Med. 43:332-47 (2007)
Semin Immunopathol. 30:339-63 (2008)

결론: Nox는 좋은 신약개발의 타겟이다

침묵의 병인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120억불/2010년120억불/2010년



뼈의 재구성(Bone remodeling)

골수대식세포 파골세포
정상뼈정상뼈

골다공증뼈RANKL

OPG

조골세포
Vit. D3
PGE2 조골세포PGE2

IL-1
IL-17
TNF-

여성호르몬(에스트로젠)
TNF-
Dex

TRANCE/RANKL의 신호전달체계

골수대식세포 파골세포Control siRNA Nox1 si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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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교수팀과의 공동연구결과

RANKL

RANKL
+ Nox 저해제

이수영 교수팀과의 공동연구결과
(Blood, 2005)



MOUSE OVX MODEL에서 18-278의 효과 확인

0 day 7 day 31 day

OVX 경구투여 harvest
회복기 2day마다 한번씩 경구투여, 총11회 투여

GROUPGROUP
1)Sham  - 5마리
2)OVX  - 7마리
3)Al d t (500 /k ) 4마리3)Alendronate (500ug/kg) - 4마리
4)18-278 (20mg/kg) - 5마리

Sham   18-278  Alendronate

MOUSE OVX MODEL에서 18-278의 효과 확인: microCT

MOUSE OVX MODEL: 골흡수동물모델

OVX Alendronate 18-278
Tibia

Sham
Tibia

OVX Alendronate 18-278Sham
Femur

본 신약후보물질은 국내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준비중



나쁜 활성산소 좋은 활성산소

생성양 많음 적음

생성기간 지속적인 생성 일시적인 생성생성기

생성 기관 미토콘드리아, 
Lipooxygenase, XO, 

GO

효소체계(NADPH 
oxidase), 외부의 자극과

연결GO 연결

활성산소의 대상 단백질, 핵산, 지질 산화 세포내 효소의 활성조절

질병 유발: 암, 치매, 대사성
질환

중요한 생리 작용에 기여: 
host defense, 호르몬 생

성, 세포의 성장, 분화

과유불급 [過猶不及] 과유불급 [過猶不及] 

적
, 
성

과
성

적

스트레스/운동

• 과도한 스트레스/운동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과도한 스트레스/운동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 적절한 스트레스/운동은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

•활성산소도 잘 조절하면 좋은 친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