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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개요
과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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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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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류성호

연구명

정시성

(부)

FPR2 수용체 구조-기반 펩타이드 리간드 연구
[최종 목표]
o GPCR 구조-기반 신약개발 과정을 통한 FPR2 타겟 펩타이드 리간드 최적화 및 선도
물질 발굴

최종 목표

o FPR2 펩타이드 리간드 효능 검증 및 FPR2-리간드 복합체 구조 규명

및

o FPR2 펩타이드 리간드를 임상 적용이 가능한 염증성 질환 개선 치료제로 개발

기대효과

[기대효과]

(각 3줄 이내)

o 미생물 유래침입에 대한 숙주방어 기작 이해를 통한 세포 내 염증 반응 조절
o FPR2와 면역 시스템 네트워크 이해를 통한 만성 염증성 질환 진단 및 치유
o FPR2-리간드 복합체 구조 연구를 통한 염증 질환 개선 및 사이토카인 폭풍에 관한

국문
핵심어
(각 4개)

영문

치유 기작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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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별 연구 실적 및 계획

(*분량 제한: 2 Page 이내)

 (상반기) 연구 실적
1. 일정 관리 (*범례 - □: 계획,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개발 내용

1

2

3

4

5

FPR2 펩타이드 agonist의 활성 및
특이성 검증
향상된
FPR2

특이적

펩타이드

agonist 디자인 및 합성
FPR2 펩타이드 agonist 안정성 증가
를 위한 전략 추진

2. 주요 실적 내용
가. 내용
• FPR2 펩타이드 agonist의 활성 및 특이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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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11 12

비고 (변경/지연사유 등)

- FPR2 리간드 결합 모드를 기반으로 50여종의 FPR2 펩타이드 agonist 합성
- 세포 내 Ca2+ flux를 측정하여 FPR2 펩타이드 agonist에 의한 FPR2 및 FPR1의 활성 측정

<세포 기반 FPR2 활성 측정 에세이:
Flex station 3를 이용한 Ca2+ flux 측정>

<FPR2 활성 측정 에세이: Flex station 3를 이용한 Ca2+ flux 측정>
• 향상된 FPR2 특이적 펩타이드 agonist 디자인 및 합성
- FPR2 활성 측정을 통해 활성 및 특이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펩타이드 합성.
- 새로운 FPR2 펩타이드에 대한 FPR2 및 FPR1의 활성 측정

< FPR2 활성 측정 에세이:
새로 디자인 후 합성한 펩타이드 활성 측정>

• FPR2 펩타이드 agonist 안정성 증가를 위한 전략 추진
- AI기반 신약개발 업체인 HITS와의 협업을 통해 peptido-mimetics 형태의 펩타이드 디자인으로
혈액 내 안정성을 향상 시키려 함.
- Cyclic peptide를 이용하여 peptide agonist의 안정성을 향상 시키는 48Hour Discovery와의 협업을
통해 새롭게 발굴한 FPR2 펩타이드 agonist의 안정성을 향상 시키려 함.
나. 연구개발 결과
• FPR2 수용체 3D 구조 분석을 통한 70 여종의 FPR2 펩타이드 agonist 합성
• FPR2 펩타이드 agonist에 의한 FPR2 활성 및 특이성 측정을 통해 in vitro 유효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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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연구 계획
1. 일정 관리 계획 (*범례 - □: 계획)
주요 내용

추진 일정 계획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변경/지연사유 등)

FPR2 특이적 펩타이드 agnoist
in vitro 유효성 평가
FPR2 펩타이드 agnosit 안정성 향상
기초 물질 특성 분석 및 in vivo 동물
모델 유효성 평가

2. 추진 내용
가. 목표
• In vitro 및 in vivo 모델에서 유효성 평가를 통한 유효 선도물질 확보 및 후보물질 도출
• 혈액 내 펩타이드 agonist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peptido-mimetics 및 cyclic peptide fusion
나. 범위
• 선도물질의 물성/세포독성/약동학적 특성 분석
- 선도물질의 약동학적 특성 확인
- In vitro ADME 실험
(1) Microsomal stability (% of remaining, 5종)
- 5종 liver microsome(human, monkey, dog, rat, mouse)에서 후보물질 대사 안정성 평가
(2) CYP inhibition (% of inhibition, 7종)
- 후보물질의 약물대사 효소 CYP 7종(1A2, 2A6, 2B6, 2C8, 2C9, 2C19, 2D6, 2E1, 3A) 억제능 평가
(3) Plasma stability(% of remaining, 2종)
- 3종 혈장(human, dog, rat)에서 후보물질 안정성 평가
(4) Plasma protein binding (%, 2종)
- 3종 혈장(human, dog, rat)에서 후보물질의 혈장 단백질 결합 평가
• 염증모델에서 선별된 선도물질의 in vivo 유효성 평가
- LPS-induced ARDS 모델
- LPS-induced sepsis 모델
- 코로나19 virus 감염 모델
• 펩타이드 서열을 대체할 수 있는 chemical compound 및 cyclic peptide를 활용한 혈액 내
펩타이드 안정성 확보
다. 기대효과
• FPR2 수용체 특이적 표적으로 인체 내 면역 해소를 증가시켜 아토피 피부염 및 사이토카인 폭풍 등의
복잡한 인자들을 동시에 제어하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
• FPR2 수용체를 표적하여 선천면역반응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을 억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면역
치료 개선 전략 제시
• 신약개발 성공 시 아토피 피부염 외용제 시장에 성공적 안착, 매출 또는 기술이전료 수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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