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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pecific correlation between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bioactivity in ecdysteroids found in living organisms.

Methods: The examined steroidal compound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relevance to

ecdysone activity. Each compound molecule was completely drawn to automatically calculate its physicochemical

parameters and docked against 20-hydroxyecdysone to calculate the total distance. Electronic charge distribution

was also observed for each molecule. All procedures were conducted using a computational chemistry program.

Results: Ecdysone agoinists showed different ranges of parameter values, such as log P, hydrophilic-lipophilic

balance (HLB), solubility parameter (SP), hydrophilic surface (HPS), hydrogen bond (HB) and Kappa 2, when

compared with antagonists and steroids without ecdysone activity. They also showed a similar electronic charge

distribution that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electron charge distribution of antagonists and steroids without

ecdysone activity. The total distance values of agonists, estimated by docking them with 20-hydroxyecdysone,

were relatively small but showed no correlation with binding affinity with receptor ligand.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hysicochemical properties such as steric and electronic effects,

hydrophobicity and hydrogen bonding may operate in combination to determine the binding activity of

ecdysteroids to the receptor protein.

Keywords: ecdysteroids, physicochemical properties, electronic charge distribution, docking, binding affinity,

receptor protein 

I. 서  론

지금까지 환경오염물질이 생물체의 내분비계에 미

치는 독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척추동물의 성장

및 생식에 관여하는 호르몬물질들인 androgen,

estrogen, thyroid hormone 등에 집중되어 왔다. 반

면 무척추동물에 있어서는 또 다른 생체분자들이 내

분비계에서 작동함이 명백히 밝혀져 왔는데 ecdysone

구조유사물질들인 ecdysteroids가 그 대표적인 물질

로 알려져 있다. Ecdysteroids는 절지동물에서 발견

되는 ecdysone 구조유사물질들의 총칭으로서 embryo

의 발육(embryonic development), 탈피(molting) 및

성장(growth), 생식(reproduction) 등에 관여하는 기

능들을 수행한다.1-3) Ecdysone은 곤충에서는 전흉선,

갑각류에서는 Y기관에서 각각 분비되는데 상대적으

로 불활성이 커서 대부분의 곤충에 있어 큰 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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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20-hydroxyecdysone의 전구물질로 간주되

어진다. 꿀벌(honeybee)과 반시류(Hemiptera)에서는

principal ecdysteroid로서 makisterone A가 발견되

고4,5) 누에나방(Bombyx) 난소에서는 ecdysone, 20-

hydroxyecdysone이외에도 bombycosterol을 비롯한

수종의 ecdysteroid들이 생산되며6) 이외에도 식물체

에서는 ponasterone, cyasterone 등의 다수의

ecdysteroids이 발견되어 왔다.7,8)

현대산업사회에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들의 생태

계에 미칠수 있는 위해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근래

무척추동물의 내분비 교란에 대한 관련연구들이 부

단하게 이루어져 왔다.9,10)

대표적으로 Daphnia magna에서 PCB29, arochlor1242,

diethyl phthalate 등이 molting time을 지연시켰으

며11) tributyltin, bisphenol A, octyl phenol이 수서생

물에서 생식 및 발달독성을 유발함이 보고12-14)되었

다. 또한 Mu 등15)과 Hwang16)은 bisphenol A가

Daphnia magna에서 탈피를 지연시키고 embryo의

발육을 저해하는 anti-ecdysteroidal activity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농업용 fungicides인 fenarimol과

propiconazole이 역시 anti-ecdysteroidal activity를 나

타냄이 보고17,18)되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ecdysone

관련물질들의 생태위해성평가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

들19-21)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그들의 물리

화학적 구조특성과 생물학적 활성과의 연관성에 관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연구동향으로부터 국내에서도 향 후 화

학물질들의 생태계 교란능에 대한 평가를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검색체계가 수립될 수 있

도록 많은 관련연구들의 수행 및 그 결과들의 축적

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는 바 본 연

구에서는 생태독성 및 위해성평가 연구에 있어

ecdysone activity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체기

원 steroid 화학물질들에 있어 주요 agonists와

antagonists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구조적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서 ecdysone activity와의 특이적 연

관성을 면밀히 고찰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steroid 고리 화합물들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생체내 ecdysone activity 와의 상관

성을 검토하고자 steroid 고리 화합물들 중에서

ecdysone agonist 11종, antagonist 2종, ecdysone

receptor와 반응성이 없는 no interacting compound

3종을 선정하고 각 화합물들에 대해 ecdysone receptor

와의 결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

는 주요 물리화학적 parameter들을 산출하여 비교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

당 원자와 결합형태를 선택하면서(정확한 결합길이

와 결합각이 자동으로 제공됨) 대상 화합물들의 분

자구조를 작성하고 분자구조가 완성된 각 화합물들

에 대해 산정된 물리화학적 parameter 값들을 구하

였다. 특히 agonist group에 대해서는 생체내 ecdysone

receptor와의 결합능에 대한 실제적 실험척도로서 널

리 인용되고 있는 Drosophila cell에 있어서의 pI50
22-32)

(Table 2)과 화합물들의 물리화학적 parameter들 및

각 화합물들에 있어 -OH, -CH3 등의 주요작용기들

의 결합여부와 위치에 따른 상관성을 면밀하게 검토

하였다.

이와 함께 대상화합물들에 있어 전하분포

(Distribution of electronic charge)의 차이가 ecdysone

receptor와의 결합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각 화합물 및 group들간의 전하분포차이를 비

교, 분석하였다. 또한 특정의 동일한 생물학적 활성

을 갖는 화합물들간의 화학구조적 연관성을 규명하

는데 활용되어온 docking법을 적용하여 대상 group

들간의 생체내 ecdysone receptor와의 결합능에 대

한 화학구조적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Fig. 3). 본

연구에서는 agonist들 중에서도 강력한 ecdysone

activity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steroid 물질로 알려져

있는 20-hydroxyecdysone을 기준물질로 하여 각 대

상화합물들에 대한 docking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total distance치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들은

화학용 컴퓨터프로그램인 Molecular Modeling ProTM

(NorGwyn Montgomery SoftwareTM Inc.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III. 결  과 

1. Ecdysteroids의 물리화학적 특성

Steroid 화합물들을 ecdysone activity와의 연관성

에 따라 분류하여 agonists, antagonists, 비활성 steroid

화합물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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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s of steroid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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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옥탄올/물 분배계수인 Log P는 agonists에서

평균 −1.81로 antagonists의 평균 3.61, 비활성 steroid

화합물들의 평균 3.41에 비해 현저히 작았고 반면

hydrophilic-lipophilic balance(HLB), solubility parameter

(SP), hydrophilic surface(HPS), hydrogen bond(HB)

등의 값들은 agonists가 개별화합물들 사이에서 큰

편차없이 antagonists와 비활성 steroid 화합물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화합물들의 입체구조

특성을 나타내는 한 지표인 kappa2 값 역시 agonists

가 개별화합물들 사이에서 큰 편차없이 antagonists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teroid compounds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relevance to ecdysone activity

M.W. Log P H.L.B. S.P. Polarity
H.P.S.

(%)
H.B.

Dipole 

moment
Kappa2

Agonists

Ecdysone 464.6 -0.22 5.90 24.7 5.40 24.6 16.6 2.15 8.54

20-Hydroxyecdysone 480.6 -1.46 7.41 25.4 5.67 29.2 17.7 6.62 8.51

Ponasterone A 464.6 0.75 6.93 24.2 5.32 25.4 16.2 7.97 8.54

Malacosterone 496.6 -3.77 8.34 26.4 5.92 32.8 19.0 7.07 8.76

Polypodine B 496.6 -3.28 8.95 26.8 6.01 37.3 19.1 4.86 8.50

Turkesterone 496.6 -3.77 7.86 26.4 5.92 32.2 19.0 8.47 8.76

Makisterone A 494.7 -1.06 7.20 25.1 5.46 27.9 17.3 4.43 8.76

24-epi-Makisterone 494.7 -1.06 7.20 25.1 5.46 28.1 17.3 4.48 8.76

Ajugasterone C 480.6 -1.56 7.41 25.2 5.58 29.1 17.6 8.45 8.79

Atrotosterone A 494.7 -1.16 7.20 24.8 5.37 28.2 17.3 8.57 9.04

25OH-Atrotosterone A 510.7 -3.37 7.64 26.0 5.69 31.2 18.6 8.39 9.01

Antagonists

Testosterone 288.4 3.46 3.14 22.0 5.85 13.0 11.1 2.49 4.75

Androstenedione 286.4 3.75 3.07 20.2 5.63 11.5 6.74 1.56 4.75

Steroids with no activity

17β-Estradiol 272.4 4.16 3.38 23.7 6.21 15.8 13.6 3.60 4.75

Corticosterone 346.5 1.35 6.01 22.0 6.43 27.4 13.4 8.46 6.27

Progesterone 314.5 4.72 2.80 19.6 5.16 10.1 6.63 4.41 5.5

HLB: hydrophilic-lipophilic balance, SP: solubility parameter, HPS: hydrophilic surface, HB: hydrogen bond 

Fig. 2. Comparison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among

groups of ecdysone related steroid compounds.

Table 2. Literature data on interaction of the ecdysone

receptor and different ligands

Compound pI50 (Mean)* Literature

Ecdysone 4.8-6.7 (5.75) 22-24

20-Hydroxyecdysone 6.2-8.1 (7.15) 23-30

Ponasterone A 8.2-9.5 (8.85) 23, 24, 27, 31

Malacosterone 5.0 25

Polypodine B 9.0 25

Turkesterone 6.3 30

Makisterone A 7.9 25

24-epi-Makisterone 6.7 25

Ajugasterone C 7.1-7.2 (7.15) 25, 32

Atrotosterone A 7.6 25

25-hydroxyatrotosterone A 5.0 25
* pI50 = Negative log of molar concentration needed for 50%

effect in the Drosophila melanogaster BII bio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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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활성 steroid 화합물들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

타내었고 분자내 dipole moment 값 또한 agonist들

의 평균치가 antagonist들과 비활성 steroid 화합물들

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agonists의 개별

화합물들 간에 비교적 큰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분

자간의 반발력에 대한 평가지표인 polarity는 agonists

의 평균치가 5.62로 antagonists의 평균 5.74 및 비

활성 steroid 화합물들의 평균 5.93에 비해 큰 차이

가 없었다. 

2. Ecdysteroids의 구조유사성

Ecdysteroids의 생체 수용체에 대한 분자구조의 유

사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대표적 ecdysteroid인 20-

hydroxyecdysone을 기준으로 docking 기법을 사용

하여 total distance를 산출한 결과(Table 3) agonists

에 있어서는 0.062-0.590의 범위에서 평균이 0.258

이었으며 antagonists에 있어서는 0.494, 그리고 비

활성 steroid 화합물들에 있어서는 0.543의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3. Ecdysterois의 전하분포 

본 연구의 대상 steroid 화합물들의 분자내 전하분

포를 검토한 결과(Fig. 4) agonists의 분자내 전하분

포는 antagonists와 비활성 steroid 화합물들의 전하

분포와 비교하여 매우 다른 분포형태를 보여주었으

며 agonists 사이에서는 그 구조유사성을 반영하여

steroid 고리를 중심으로 매우 유사한 분포형태를

Fig. 3. Docking of 2 ecdysteroids.

Table 3. Results of docking against 20-hydroxyecdysone

 Total distance value

(Min.-Max.)

Agonists  0.258 (0.062-0.590)

Antagonists  0.494 (0.419-0.568)

Steroids with no activity  0.543 (0.387-0.748)

Fig. 4. Distribution of electronic charge: dark blue; most positive, light blue; somewhat positive, white; neutral, light red;

somewhat negative, dark red; most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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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Agonists인 20-hydroxyecdysone과

ponasterone의 경우 steroid 고리의 2번, 3번, 6번,

14번 C들을 중심으로 양전하분포를 나타내었고

testosterone은 4번, 5번, 7번, 8번, corticosterone은

4번, 5번 C들을 중심으로 각 각 음전하 분포가 형

성되어 있음을 나타내었다. 

IV. 고  찰

절지동물에서 탈피와 변태를 조절하는 ecdysone

구조유사물질들(ecdysteroids)은 식물들에서도 발견

되어지는데 이러한 ecdysteroids의 ecdysone activity

는 ecdysone receptor를 발현하는 Drosophila cell 등

을 이용한 다수의 bioassay들에 의해 평가되어 왔으

며 아울러 이들 유사체들의 구조적 차이와 활성과의

상관성(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을 규명하고자

많은 연구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생태위해성평가 및 환경적으로 보다 안전

한 살충제개발을 위한 연구등에 있어 ecdysone activity

관련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체기원 steroid 화

학물질들에 있어 agonists와 antagonists 등의 물리화

학적 특성 및 구조적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서 ecdysone

activity와의 연관성을 검토,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검토된 steroid 화합물들의 물

리화학적 특성은 전체적으로 agonists가 steroid 고리

와 side chain 부위에 -OH를 다수 결합하고 있는 구

조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

은 연구자료들은 향후 ecdysone activity를 갖는 비

steroid성 화합물들의 화학구조적 특성에 대한 관련

연구들에 있어 의미있는 기초자료들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체내 ecdysone 활성을 가진 steroid 화합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화학구조적 특성과 생체 활성도와

의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왔다. Cholesterol은 ecdysone receptor(EcR)와

의 결합능이 없지만 그 골격탄소에 -OH나 =O와 같

은 관능기가 도입됨에 따라 EcR과의 결합능을 갖게

된다. Arai 등33)은 30여개의 ponasterone analogs들

을 합성하고 그들에 대해 receptor binding activity

를 측정, 비교함으로서 도입된 관능기의 종류, 위치

및 입체배향에 따른 receptor binding activity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는데 우선 steroid 골격에 OH

나 C=O와 같은 관능기가 없는 경우에는 side chain

에 -OH가 도입이 되어도 불활성을 나타내어 steroid

골격내 적절한 위치에 관능기가 도입됨이 수용체와

의 결합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ecdysteroids와 생체 receptor간의 수소결

합 가능성이 고려되어 특히 분자내 -OH잔기의 존재

여부 및 결합위치가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가장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edysteroids에 있어 -OH 결합수의 증가는 생체

receptor와의 수소결합을 증가시켜 생체활성도를 증

가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ecdysone, 20-

hydroxyecdysone, polypodine B의 경우들에서는 20

번 C와 5β 위치에 -OH가 존재함으로서 생체활성도

가 증가하였다. 이들 경우에 있어 -OH의 결합에 따

른 물리화학적 특성변화를 보면 20번 C와 5β 위치

에 -OH가 부가됨으로서 Log P가 감소되고 HLB,

SP, polarity, HB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dipole moment

값은 20번 C에 -OH가 부가되었을 때는 증가되었으

나 5β 위치에 -OH가 부가되었을 때는 감소되는 상

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반대로 -OH의 존재

가 오히려 생체활성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는데 대표적으로 11번 C, 16번 C, 25번 C

에 -OH가 결합된 경우들로 구체적으로 ponasterone

A, 20-hydroxyecdysone, 24-epi-makisterone 등의 11

번 C에 -OH가 결합되는 경우, 20-hydroxyecdysone

의 16β 위치에 -OH가 결합된 경우, ponasterone A,

ajugasterone C, atrotosterone A 등의 25번 C에 -OH

가 결합되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생체활성도가 감소

함이 보고된 바 있다. 이들에 있어 11번 C, 16번 C,

25번 C에 -OH가 결합함으로서 -OH의 증가를 반영

하여 전반적으로 Log P의 감소, polarity의 증가,

H.B.의 증가가 공통적으로 야기되었으나 dipole

moment와 Kappa2의 값은 11번 C, 16번 C에 -OH

가 결합시에는 증가된 반면 25번 C에 -OH가 결합

시에는 거의 동일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낸 바 steroid 고리상에 -OH가 결합할 경우와 side

chain상에 -OH가 결합할 경우 다소 상이한 물리화

학적 특성을 결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하여 Wurtz 등34)은 ecdysteroids의 side chain에 있

어 25-OH의 제거는 ponasterone A와 muristerone에

서 처럼 ligand의 생물학적 활성도를 크게 증가시키

나나 구조모델링에 있어서는 receptor와의 수소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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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킴을 보고한 바 이는 25-OH의 제거가 분

자내 구조적 유연성을 증가시켜33) 생체 receptor의

주위 아미노산과의 입체적 접촉을 증가시키는 결과

로 판단된다. 이러한 검토결과는 edysteroids에 있어

bioactivity는 단순히 -OH 결합수에 따른 생체 receptor

와의 수소결합 가능성에만 의존되지 않고35) -OH의

결합위치에 따라 오히려 수용체단백질과의 결합이

구조적 및 복합적인 물리화학적 특성의 변화에 의해

저해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보

다 심도있는 관련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cdysteroids의 생체 수용체에 대한 분자구조의 유

사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제공된 docking기법을 사용하여 Fig. 3에서와 같이

20-hydroxyecdysone을 기준으로 각 대상물질들에 대

해 docking을 수행하고 total distance를 산출한 본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agonists의 구조유사성이

antagonists와 비활성 steroid 화합물들에 비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Total distance 값은 docking 수행 결

과 기준물질과의 구조적 유사성 및 그에 따른 생체

수용체에 대한 적합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한

지표로서 그 수치가 작을수록 구조적 유사성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makisterone

A와 24-epi-makisterone 등의 일부 agonists에 있어

서는 오히려 antagonists와 비활성 steroid 화합물들

에 비해 큰 total distance 값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

었으며 아울러 기대했던 agonists 사이에서의 pI50으

로 평가된 bioactivity(Table 2)와 total distance 사이

의 유의한 상관성은 보여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 steroid 화합물들의 분자내 전

하분포는 agonists, antagonists, 비활성 steroid 화합

물들이 각 동일 group내에서는 유사한 분포형태를

나타내었으나 group들 사이에서는 agonists의 분자

내 전하분포형태가 antagonists, 비활성 steroid 화합

물들의 전하분포와 비교하여 매우 상이한 분포형태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gonists의 steroid

골격내 첫 번째 및 두번째 고리와 side chain의 전

하분포형태가 antagonists, 비활성 steroid 화합물들

의 경우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러한 agonists 사이의 분자내 전하분포형태의 유사

성은 분자내 전하분포특성이 생체 receptor의 특정

아미노산들과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활성도

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분자내 정전기적 분포특성이 ecdysteroids 분자들의

생체 수용체와의 결합 활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 Harada 등35)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며 앞으로 비스테로이드성 ecdysone 활성

화합물등에 대한 비교연구등에 있어 이와 관련된 연

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생태독성 및 위해성평가 연구에 있어 화학물질들

에 대한 ecdysone activity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생체기원 주요 steroid 화합물들의 물리화학적 특

성과 생체내 ecdysone bioactivity와의 특이적 연관

성을 면밀히 고찰하고자 수행한 본 연구결과

edysteroids에 있어 bioactivity는 -OH 결합수에 따른

생체 receptor와의 수소결합 가능성에만 의존되지 않

고 ligand의 친수성, 작용기의 결합위치 및 입체적

배향, 정전기적 분포등의 영향과 같은 구조적, 물리

화학적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ecdysteroids 분자들의

생체내 수용체 단백질과의 결합 활성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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