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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비만은 양실조와 염병 신에 건강에 해 

가장 좋지 않은 향을 미치기 시작했다(1).  최근 

보고들(2,3)에 의하면 녹차가 비만 치료를 한 후

보 의 하나로서 거론되고 있다. 일부 염병학

 연구들은 한 녹차를 마심으로서 액내 지질

수 을 낮출수 있지만 그 작용기작은 확실치 않다

고 보고(4-6)한 바 있다. 

  녹차는 이고 무해한 음료로서 세계 으

로 음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체 감량제로

서 개발되기 해서는 녹차의 체  감량 기작을 

확실하게 밝 내야 한다. 

  FAS는 에 지 사에 있어서 요한 효소이다. 

동물 FAS는 2개의 동정된 unit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한 unit 당 분자량은 270 KDa이다. 이 효소

는 7개의 다른 domain을 통해서 acetyl-CoA, 

malonyl-CoA, NADPH로부터 긴 사슬 지방산의 

합성을 진한다(7). FAS는 비만 치료를 한 주

요한 치료 목표물임이 확실시되고 있다(8). 이미 

보고(8,9)된 지방산 생합성 효소에 한 해제로

서 Cerulenin, α-methylene-γ-butyrolactone C75, 

EGCg 등은 체 과 식욕을 하게 낮춰 다. 녹

차의 주성분인 EGCg와 ECg는 FAS 해제로 알

려져 있으며(10,11) 이것은 녹차의 항비만에 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재 지방산 생합성 효소

에 한 해제는 부족한 실정이며, 가장 요한 

문제는 알려진 해제들의 효율이 충분하지 않다

는 이다. 그래서 비만방지와 치료를 해 높은 

효율을 갖는 더 많은 해제들의 개발이 요하다. 

  본문에서는 녹차 추출물이나 Cg가 FAS에 해 

강력한 해제임을 증명했고, Cg는 acyl transferase 

domain에 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녹차 추출물로부터 차 polyphenol의 분리과정 

에 고효율의 몇가지 새로운 FAS 해제가 만들

어졌다. 

  국내․외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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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aterials and Methods

1. Materials

   Acetyl-CoA, malonyl-CoA, EGCg  Cg는 시

그마사로부터 구입했으며 녹차잎은 국에서 유명

한 teashop인 베이징의 Yi Yuan teashop에서 구

입했다. 

2. Preparation of GTE and polyphenols

  녹차잎 1 g을 분쇄 후 50% 에탄올 20 mL로 3

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추출하 다. 이것을 원심분

리(1500 g, 15 min)하여 상등액을 얻어 녹차 추출

물로 사용하 으며 녹차 추출물 1 mL 당 건조 

량은 24 mg 이었다. 녹차 추출물로부터 polyphenol

의 분리는 Fig. 1과 같이 Coxon 등의 방법(12)으

로 실시하 으며 녹차 추출물 1 mL 당 11 mg의 

polyphenol을 얻었다.  

  

Scheme I.  Isolation of polyphenols from GTE

3. Preparation of FAS and substrates

  거  간 FAS의 조제는 앞서 보고된 논문(13,14)

과 같이 실시하 으며 FAS와 기질의 농도는 다음

과 같은 분자흡 계수를 이용하여 spectrophotometer

로 측정하 다.  

    FAS: 279 nm: 4.83×10
5
 M

-1
cm
-1
,  

    acetyl-CoA: 259 nm: 1.54×104 M-1cm-1(pH 

7.0) 

    malonyl-CoA: 260 nm: 1.46×10
4
 M

-1
cm
-1
(pH 

6.0)

    NADPH: 340 nm: 6.02×103 M-1cm-1, 259 nm: 

1.59×10
4
 M

-1
cm
-1
(pH 9.0)

4. Assay of FAS activity

   FAS의 활성은 340 nm에서 NADPH의 소비에 

따른 흡 도의 감소 정도로 측정하 으며, 이 실

험은 37℃에서 실시하 다. FAS 활성 체크를 한 

시험용액 2 mL에는 100 mM potassium phosphate 

(pH 7.0), 1 mM EDTA, 4 μM acetyl- CoA, 12 μM 

malonyl-CoA  35 μM NADPH가 함유되어 있

으며, 20 nM FAS 첨가에 의해 반응이 시작된다

(14,15). FAS의 β-Oxoacyl 활성감소 측정은 Tian 

and Cai(16) 방법에 따라 실시하 으며, 이 반응용

액 2 mL에는 100 mM potassium phosphate(pH 

7.0), 40 mM ethyl acetoacetate, 35 μM NADPH, 

1mM EDTA, 20 nM FAS가 함유되어 있다. 

5. Kinetic studies of inhibition

   가역  해는 지방산 생합성 효소 반응시작 

에 반응계에 해제를 첨가함에 의해 측정하

다. 해제의 존재하에 FAS의 활성은 Ai, 해제 

부재하에 FAS의 조구 활성은 Ao로 표시하 으

며 Ai/Ao는 상  활성을 나타낸다. 불가역  불

활성화는 효소액과 해제를 혼합한 후에 FA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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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or Substrate
Reaction type

Malony-CoA Acety-CoA NADPH

GTE U C N+C

polyphenols U N+C N+C

CG N C N+C

EGCG N N+C N+C

ECG N N+C N+C

※ U : uncompetitive type, N : non-competitive type, C : competitive type, N+C : mixed type of 

non-competitive and competitive.

Table 1. Types of inhibitors from green tea with each substrate of FAS

상  활성을 측정하여 계산하 다. FAS 해제가 

가역 , 불가역  해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해

제 제거 후에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Centrifugal 

chromatography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즉 효

소와 해제 혼합액 100 μL를 취하여 1.2 mL의 

Sephadex G25 column에 loading하고 1분 동안 원

심분리(1000 g)한 후 분획을 모았다. 조구로서 

FAS 용액은 해제 없이 와 같은 방법으로 실

시하 다. 

Ⅲ. Result

1. Inhibition of FAS by GTE

  갈 이트형 카테킨 EGCg와 ECG의 FAS에 

한 해능은  IC50 값이 각각 24 μg/mL(52μM)과 

18μg/mL(42μM)로 알려져 있다. EGCg와 ECg는 

녹차에 존재하는 주요 생활성 성분으로 녹차추출

물의 FAS에 한 체반응과 β-Oxoacyl 감활

성에 한 효과를 in vitro 상에서 측정하 다. 녹

차추출물은 FAS에 해 강력한 가역  해능을 

나타냈다.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녹차추출물

의 체 반응계에 한 해활성과 β-Oxoacyl에 

한 해활성의 IC50 값은 각각 12.2 μg/mL과 

45.6 μg/mL로 나타냈다. 요한 사실은 녹차추출

물의 IC50 값은 EGCg나 ECg보다 더 낮지만 이

들 두성분의 녹차 건엽 비 체 기여도는 15～

19% 정도이다. 그러므로 녹차추출물의 FAS에 

한 더 강력한 해제가 존재한다 할 수 있다. 

  녹차추출물의 FAS 체반응에 한 해 형태

는 반응속도론 으로 조사하 다. FAS의 활성은 

녹차추출물의 농도와 기질의 농도에 따라 측정하

여 Lineweaver-Burk plot로부터 해형태를 조사

하 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녹차 추출물

의 해형태는 acetyl-CoA에 해서는 길항성 

해(competitive inhibition), malonyl-CoA에 해서

는 반길항성 해(uncompetitive inhibition) 그리고 

NADPH에 해서는 비길항성 해(non-competitive 

inhibition) 등과 같이 해형태가 혼합되어 나타났다. 

Fig 1. Reversible ingibition of FAS in the presence of 

various conventrations of GTE

Inhibition of the overall reaction of FAS(●) and the 
inhibition of the β-Oxoacyl reduction(▲)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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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추출물의 불가역  해를 알아보기 해 

FAS와 녹차추출물을 혼합한 후에 FAS의 상  

활성을 측정한 결과 녹차추출물은 FAS를 불가역

으로 해함을 알수 있었다. 녹차추출물은 0.37 

mg/mL 수 의 농도에서 60분 동안 FAS의 활성

을 약 87% 정도 불활성화 시켰다(Fig. 2). EGCg

와 ECg의 해형태는 둘다 같은 형태로 나타났는

데 acetyl-CoA에 해서는 비길항성 해와 길항

성 해가 혼재되어 있었으며 malonyl-CoA에 

해서는 비길항성 해를 나타냈다. Fig. 3(A)은 

해제로서 ECg와 기질로서 acetyl-CoA에 한 

Lineweaver-Burk plot을 보여주었다. 

Fig 2. Time-dependent irreversible inactivation of 

FAS by GTE and polyphenols

After FAS(1  ) had been mixed with GTE or the 
polyphenols, the relative activity of FAS was measured at 

the indicated time, and the reversible inhibition was  

removed through centrichromatography. OA was the overall 

reaction of FAS and KR is the β-Oxoacyl reduction of 
FAS. Concentrations of GTE (A) and poly- phenols(B) 

were 0.37 and 0.17 mg dry weight/mg  respecrively. We 

found that 0.77 mg of green tea could provide 0.37 mg of 

dried GTE or 0.17 mg of dried polyphelos, and so the 

relationships shown in this Figure profiled the total 

inhibitory activity of the GTE and polyphenols.

Fig 3. Lineweaver-Burk plot for the inhibition of 

FAS by ECG and CG

The final enzyme FAS concentration was 20 nM. The fixed 
concentrations of malonyl-CoA and NADPH were 10 and 

35   respectively, and acetyl-CoA was the variable 
substrate. (A) The concentrations of ECG were 0  (●), 
21  (▲) and 42  (■), (B) The concentration of CG 
were 0  (◆), 0.282  (▲), 0.848  (▼) and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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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hibition of FAS by Cg from green tea

  Cg는 FAS를 강력하게 해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로 부터의 계산에 의하면 1.5 μg/mL 수 으

로 FAS의 활성을 50 % 감소시켰으며 이것은 Cg

가 EGCg나 ECg에 비해 각각 16배나 12배 정도 

FAS를 더 효과 으로 해함을 알 수 있다. Cg는  

FAS의 체 활성 해에는 뛰어나지만 FAS의 β

-Oxoacyl에 한 IC50 값은 13.3 μg/mL로 반응 

체에 한 IC50 값보다 8.9배 정도 높았다. 이것

은 FAS에 있어서 β-Oxoacyl reductase domain은 

Cg가 주로 작용하는 부 가 아님을 의미하 다. 

EGCg와 ECg의 체 방응에 한 β-Oxoacyl 

해의 IC50 값의 비는 각각 1.9(0.10/0.052mM)과 

1.6(68/42 μM)로 β-Oxoacyl reductase는 EGCg와 

ECg에 의해 FAS의 주로 향받는 부 임을 알 

수 있었다. 속도반응 연구에서 Cg의 해 특성은 

EGCg나 ECg와는 다르며 Cg는 acetyl-CoA에 

해서는 길항성 해를 malony-CoA에 해서는 비

길항성 해를 그리고 NADPH에 해서는 길항성 

해와 비길항성 해가 혼합되어 있었다. Fig. 

3(B)에 다양한 기질 의 하나로서 acetyl-CoA에 

한 Lineweaver-Burk plot를 나타냈다. 

  Cg는 EGCg와 ECg처럼 FAS에 해 불가역  

해를 나타냈으며, Cg 27.8 μg/mL를 첨가한 후 

시간에 따른 FAS에 한 해활성에 해서는 

Fig. 5에 나타냈다. 1차 반응에서 30%의 활성 감

소가 수  이내에 발생했으며 Cg의 농도가 0.56 μ

g.mL일 때 반  활성의 약 30%가 가역  해

가 일어났다. 이것은 1차 반응 의 FAS 활성 손

실은 가역  해에 의해 일어났음을 나타내 주며 

2차 반응 에는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FAS

의 해가 시간에 의존하는 semi-logarithmic plot

을 나타냈다. 27.8 μg/mL의 Cg를 사용하여 그래

의 기울기로부터 1차 반응상수 K1 3.66×10
-3
․

min-1를 구했으며 EGCg와 ECg도 비슷한 수 의 

농도에서 1차 반응상수 값은 각각 2.03×10-3․

min
-1
, 2.54×10

-3
․min

-1
으로 Cg의 FAS에 한 비

가역  불활성화는 EGCg나 ECg 보다 약간 더 우

수하 다. 

Fig 5. Kinetic time course of inactivation of FAS by CG

Irreversible inactivation of the overall reaction of FAS was 
measured in the presence of CG. The semi-logarithmic plot 
of relative activity versus time is shown in this Figure. 
FAS solution(1 ) was mixd with CG(62.9 ) and 
aliquots of 40   were obtained in an assay systen with 2 
ml of total volume and assayed for relative activity of the 
overall reaction of FAS at the indicated time intervals.

3. Inhibition of FAS by the 

polyphenols of teas

  카테킨과 알칼로이드를 포함한 차 폴리페놀은 

녹차의 주요한 bioeffector(17)이다. FAS 해제를 

함유한 녹차추출물의 획분을 확인하기 해 침

제로서 Ca(OH)2를 사용하 으며 침 물을 황산으

로 다시 녹인 후 최종 으로 ethyl acetate로 추출

하여 폴리페놀  알칼로이드 획분으로 사용하

다. FAS에 한 해효과는 알칼로이드 보다 폴

리페놀이 더 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 획분의 FAS에 한 특이  해효과는 녹차 

추출물 보다 약 24～34배 정도 더 높았다. FA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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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C50 값은 체반응에 해서는 0.36 μg/mL

이었으며 β-Oxoacyl에 해서는 1.9 μg/mL 이었

다. 녹차 추출물 24 mg에는 11 mg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이 획분의 체 는 β

-Oxoacyl에 한 해활성은 15～11배 정도 증가

하 다.

Fig 6. Inhibition of FAS activity by polyphenols

The reversible inhibition of FAS for overall reaction (●) 
and β-Oxoacyl reduction (○) in the presence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the polyphenols.

  녹차 추출물로부터 분리된 나머지 성분들을 폴

리페놀과 다시 혼합하 을 때 이 새로운 혼합물의 

해활성은 폴리페놀과 유사하 으며(Fig. 7) 이것

은 녹차 추출물로부터 분리된 나머지 성분들이 

해능 증가와 련이 없고 분리 공정동안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성되었음을 시사하 다. 

  Fig. 2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폴리페놀의 

FAS에 한 불가역  해능은 크게 증가하 다. 

폴리페놀은 0.17 mg/mL 수 에서 FAS에 한 

해활성은 10분 이내에 거의 모두 해되었으나 

녹차 추출물은 0.37 mg/mL 농도에서 체 반응 

는 β-Oxoacyl에 해 각각 25%와 45% 정도 

해하 다. 

Fig 7. Inhibitory effects of the remixed polyphenols

The reversible inhibition of the overall reaction of FAS in 
the presence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remixed polyphenols 
was measured. Polyphenols were involved in all the isolated 
components from GTE, thereby the concentration of the 
remixed polyphenols was the same as that of GTE.

4. Discussion

  녹차는 체  감소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에 한 정확한 기작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실험에서 녹차 추출물은 FAS에 

해 강력한 해제임을 보여주었고 앞선 실험결과

에서 FAS에 한 해효과가 있는 녹차와 한약재

가 체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18,19)주었는

데 이것은 녹차의 체 감소 효과가 FAS 해제로

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GCg와 ECG는 녹차 건엽 에 각각 9～13% 

 3～6% 함유되어 있으며(13) FAS에 한 해

효과 IC50 값은 각각 24 μg/mL(52μM)과 18μ

g/mL(42μM) 이다(10,11). 그러므로 평균 IC50 값

은 22 μg/mL 인 반면 녹차잎 에는  EGCg와 

ECg가 각각 12%와 6% 정도 함유되어 있다. 만약 

녹차의 FAS에 한 해효과가 주로 EGCg와 

ECg에 의하여 나타난다면 녹차엽의 IC50 값은 

122 μg/mL 이고 녹차 추출물의 IC50 값은 58.6 μ

g/mL 이어야 한다. 녹차 건엽 50 mg으로부터 얻

어진 녹차 추출물 1 mL당 건조 량은 24 m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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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계산에 의한 값은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녹

차 추출물의 IC50 값 12.2 μg/mL과 일치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녹차에는 EGCg나 ECg 보다 더 

강력한 해제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고 Cg FAS

에 해 매우 강력한 해제임이 증명되었다. 녹

차엽 에 Cg는 매우 은 양이 함유되어 있지만 

Cg의 IC50 값은 1.5 μg/mL로 매우 낮다. 녹차 추

출물의 IC50 값은 EGCg나 ECg 보다 낮지만 Cg 

보다는 높으며 이것은 녹차의 FAS에 한 해 

효과에 해 Cg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Cg는 ECg의 학 이성체로서 이

들의 구조는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다. EGCg와 

ECg는 FAS에 해 비슷한 효과와 특성을 갖지만 

FAS의 해에 해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Cg는 EGCg나 ECg 보다 더 강력한 해효과

를 나타내며 ECg에 의한 FAS의 해는 주로 

β-oxoacyl reductase domain과 련이 있으며 Cg

는 ECg 보다 β-oxoacyl reductase에 해서는 더 

강력하지 않다. β-Oxoacyl reduction에 한 ECg

와 Cg의 IC50 값의 비는 2.26(68/30.1 μM)이며 

체 반응에 한 IC50 값의 비는 12.4(42/3.4 μM)

로 FAS의 체 반응에 한 β-oxoacyl reduction

의 IC50값의 비는 ECg 1.62에서 Cg는 8.85로 증

가한다. 이것은 Cg에 의한 주 반응 부 는 β

-oxoacyl domain이 아님을 나타내 다.   

  해반응속도연구에서 Cg는 acetyl-CoA와 길항

성 해 계이지만 EGCg와 ECg는 비길항성과 

길항성 해가 함께 존재한다. 이것은 EGCg와 

ECg가 주로 β-oxoacyl reductase 수용체에 작용

하며 이 부 는 acetyl-CoA와 련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Cg와 acetyl-CoA는 길항성 해

계에 있으며 이것은 Cg가 주로 acyl transferase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AS에 한 

Cg의 불가역  해는 EGCg나 ECg와 비슷하며 

이것은 Cg가 불가역 으로 β-oxoacyl reductase 

domain에 작용한다. 갈 이트형 카테킨은 Fig.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B, C, G 등 4개의 방향성 

고리를 갖고 있으며 G 고리가 없는 단량체 카테

킨은 FAS에 해 매우 약하게 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Fig 8. Structures of ECG and CG

  카테킨의 G 고리의 결합으로 FAS에 한 해

능은 증가하고 한 FAS에 한 불가역  해능

도 커진다. β-Oxoacyl reductasedomain은 EGCg

나 ECg와 주로 반응하는 부 이다. ECg와 비교

해서 Cg는 B 고리가 반 방향으로 붙어 있으며 

이것은 A, C, G 고리가 FAS의 β-oxoacyl reductase 

해에 해 필수 인 것 같다. 왜냐하면 Cg와 

ECg는 비슷한 방법으로 β-oxoacyl reduction을 

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C-G ring의 구조는 

FAS의 다른 부  즉, acetyl-CoA 결합과 련이 

있는 acyl transferase domain에 작용하는 것 같

다. 이 부 에 한 Cg의 해능은 매우 강하지만 

ECg는 상 으로 약하며 이것은 Cg가 FAS 

제 으로 매우 강하게 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Cg의 β-oxoacyl reduction에 한 제  

반응 비는 ECg 보다 매우 높다. C75(20)와 cerulenin(21)

은 oxoacyl synthase를 EGCg와 ECg는 oxoacyl 

reductase를 그리고 triclosan(22)은 enoreduc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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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g는 acyl 

transferase에 작용하는 것 같다. Cg는 녹차에 약 

1% 미만 함유되어 있어 Cg를 정제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순수한 Cg는 매우 비싸다. 그러므로 

Cg를 함유하고 있는 녹차 추출물을 사용하여 비

용을 감할 수 있다.

  폴리페놀의 가역 , 불가역  해를 포함한 총 

해활성은 녹차 추출물보다 약 10배 정도 높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상은 녹

차 추출물로부터 분리된 일부 성분들이 폴리페놀

의 해능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 가설은 분명히 배제했다. 왜냐하면 녹차 추출

물로부터 분리된 다른 모든 성분들을 폴리페놀과 

다시 혼합했을 때 FAS에 한 해활성은 감소되

지 않았다. 가장 신빙성 있는 설명은 몇가지 새로

운 강력한 해제가 분리과정 에 생성되는 것 

같다. CG와 ECg는 이성체 계에 있으며 처리 

에 ECg가 Cg로 환되어 폴리페놀의 해활성

은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가설은 폴리

페놀이 더 강력한 가역  해를 나태내는 실험 

결과로 확인되었다. β-Oxoacyl reductase에 한 

폴리페놀의 불가역  해활성이 Cg 보다 더 높

은 것에 해서는 더 많은 연구로 증명되었다. 폴

리페놀 의 ECg가 Cg로 환된다면 FAS 불가

역  불활성화에 해 Cg의 활성도는 ECg와 비

슷해야 되고 폴리페놀도 녹차 추출물과 비슷해야 

된다. 실험결과 분리 과정 에 몇가지 새로운 

FAS 해제가 생성되었음을 시사하 고 재 새

로운 해제를 분리 에 있다. 

  본 연구에서 Cg가 FAS를 강력하게 해하 으

며 녹차로부터 새로운 효율 인 FAS 해제에 

한 몇가지 단서를 얻었다. 녹차는 세계 으로 

음용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을 고려해 보면 

녹차로부터 새로운 FAS 해제의 개발은 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Ⅳ. References

 1. Kopelman, P.G. (2002) Nature(London) 404, 

635-643

 2. Murase, T., Nagasawa, A., Suzuki, J., Hase, 

T. and Tokimitsu, I. (2002) Int. J. Obes. 

Relat. Metab. Diosord. 26, 1459-1464

 3. Chantre, P. and Lairon, D.(2002) Phytomedicine 

9, 3-8

 4. Tokunaga, S., White, I. R., Frost, C., 

Tanaka, K., Kono, S., Tokudome, S.,        

Akamatsu, T., Moriyama, T. and Zakouji, H. 

(2002) Ann. Epidemiol. 12, 157-165

 5. Imai, K. and Nakachi, K. (1995) Br. Med. J. 

310, 693-696

 6. Tsubono, Y. and Tsugane, S. (1997) Ann. 

Epidemiol. 7, 280-284

 7. Smith, S. (1994) FASEB J. 8, 1248-1259

 8. Loftus, T.M., Jaworsky, D.E.., Frehywot, 

G.L., Townsend, C. A., Ronnett, G.  

V., Lane, M. D> and Kuhajda, F.P. (2000) 

Science 288, 2379-2381

 9. Kao, Y.H., Hiipakka, R.A. and Liao, S. (2000) 

Endocrinology(Baltimore) 141, 980-987

10. Wang, X. and Tian, W.X. (2001) Biochem. 

Biophys. Res. Commun. 288, 1200-1206

11. Wang, X., Song, K.S., Guo,Q.X. and Tian, 

W.X. (2003) Biochem.Pharmacol. 66, 2039-2047

12. Coxon, D.T., Holmes, A., Ollis, W.D., Vora, 

W., Grant, M.S. and Lee, J.L. (1972) 

Tetrahedron 28, 2819-2826

13. Soulie, J.M., Sheplock, G.J., Tian, W.X. and 

Hsu, R.Y.(1984) J.Biol.Chem. 259, 134-140

14. Tian, W.X. (1994) Chin.Biochem.J. 10, 413-419

15. Tian, W.X., Hsu,R.Y. and Wang, Y>S. 

(1985) J. Biol. Chem. 260, 11375-11387



148    국내 ․외 기술정보/Novel inhibitors of fatty-acid synthase from green tea(Camellia sinensis Xihu Lonhjing) with high activity and a new reacting site

16. Tian, W.X. and Cai, H. (1994) Acta 

Biophys.Sinica 10, 6-12

17. Harold, N. and Graham, P.D. (1992) Prev. 

Med. 21, 334-350

18. Zhang, R., Xiao, W.O. and Tian, W.X. (2004) 

J. Yunnan Univ. 26, 42-47

19. Tian, W.X., Li, L.C., Wu, X.D. and Chen, 

C.C. (2004) Life Sci. 74, 2389-2399

20. Bhargava, H.N. and Leonard,P.A. (1996) Am. 

J.Infect.Control 24, 209-218

21. Vance,D.E.G.I. and Mitsuhashi, O. (1972) 

Biochem.Biophys.Res. Commun, 48, 649-656

22. Kuhajda, F.P., Pizer, E.S., Li,J.N., Mani, 

N.S.,Frehywot, G.L. and Townsend, 

C.A. (2000) Oric.Natl.Acad.Sci. U.S.A. 97- 

3450-3454 

<출처 : Biotechnol. Appl. Biochem. 43, 1-7, 2006>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20065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6600f80072007400720079006b006b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