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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인간의 후각은 후각 수용체에서 시작하여 뇌를 끝으로 연속된 신호 전달 체계에 

의하며, 냄새 물질이라는 화학적 자극에 의한 감각이다. 인간은 분자적인 수준으로, 

후각 신경에 발현되어 있는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 간의 결합여부에 따른 패턴에 

의해 냄새를 인지하고 구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후각 메커니즘을 기

반으로 하여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 간의 결합 패턴을 냄새 물질의 코드로 부여

함으로써 인간의 후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를 위해, 냄새 물질과의 결합 

여부를 알아볼 후각 수용체로는 인간의 17번 염색체 안의 14개의 후각 수용체를, 

냄새 물질로는 장미향의 대표 성분 4가지 제라니올, β-씨트로넬롤, 2-페닐에탄올, 

리날룰을 선정하였다. 17번 염색체 내의 14개의 후각 수용체는 기존에 그들과 결합

한다고 알려져 있는 꽃향기 물질이 타 염색체의 후각 수용체에 비해 많은 편이며, 

이 때문에 인간의 후각을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염색체 내의 후각 수용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장미향은 향료 산업 등에도 대표적인 향기 물질로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이에 냄새를 대표할 수 있는 물질로서 4가지의 장미향 구성 물질을 선택

했다.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 간의 결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4개의 후각 수용

체 유전자가 이종(異種) 동물 세포에 발현되도록 하였다. 패턴 분석을 위한 세포 기

반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실제 인간의 후각 신경을 사용하여 실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종 세포에서 발현된 후각 수용체를 이용했으며, 그 발현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발현이 확인된 14개의 후각 수용체와 4가지 냄새 물질 간의 결합 여부

는 세포 기반 실험 중 하나인 루시퍼레이즈 분석 방법을 통해 알아냈다. 후각 수용

체가 발현된 이종 세포에서는 실제 후각 신경에서와 동일한 신호 전달 기작을 따른

다고 알려져 있다. 각 물질의 결합 패턴을 특정 냄새 물질의 코드로 부여했고, 이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4가지 장미향 구성 물질 외에 실제 천연 장미향 또한 루시퍼레

이즈 분석 방법을 시행하여 결합 패턴을 분석하였다. 냄새를 코드화하는 방식은 단

순한 결합 유무만을 따지는 on/off의 코드화 방식과,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를 연

속적으로 분석하여 냄새 물질과 수용체 간의 결합 정도를 반영한 코드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였다. 4가지 장미향 물질의 코드와 천연 장미향의 코드를 분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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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유무만을 반영한 코드로는 의미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결합 정도

를 반영한 코드는 4가지 장미향 물질의 결합 정도를 천연 장미향 구성 비율로 각각 

곱하여 계산하여 합한 코드 양상이 실제 천연 장미향의 코드 양상과 유사함을 보임

으로써, on/off 방식의 코드 방식보다 인간의 후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후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후각은 인간의 오감 중에서 비교적 연구된 부분이 적은 감각으로, 현재까지 시각, 

청각, 촉각 등 물리적 자극에 의한 여타 감각에 비해 연구가 진행된 정도가 미약하

다. 본 연구에서의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 간의 결합 패턴 분석과, 새롭게 제시한 

냄새의 코드화 방식을 통해서는 단순한 화학적 접근으로 후각을 이해하지 않고 실

제 인간의 생물학적 후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후각을 이해함으로써 후각 연구에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보이지 않는 냄새를 객관화하는 코드화 방식을 

제시하며, 후각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후각, 후각 메커니즘, 후각 수용체, 장미향, 냄새의 코드화, 이종 세포 

발현, 세포 기반 실험

   학  번 : 2015-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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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냄새 물질과 후각 수용체의 결합 패턴에 대한 선행 연구

1.1.1. 인간의 후각

  

  인간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다섯 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오감이라고 부르며 현재까지 인간의 오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람의 오감 중 후각은 시각, 청각 등에 비해 연구 진행 정도가 크지 않다. 

또한, 후각은 냄새 물질 분자, 즉 화학적 자극에 의한 감각으로,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 일어나는 시각, 청각, 촉각 등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1]. 인간의 후각은 냄새 

물질 분자와 인간의 후각 상피세포 안의 후각 신경 섬모에 발현된 후각 수용체와의 

결합으로 시작하여, 후각 신경을 통해 뇌로 신호가 전달되는 생물학적 후각 

메커니즘을 따른다  [2, 3]. 완전한 후각 메커니즘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냄새 물질 분자와 G-protein-coupled receptor (GPCR)의 한 종류인 

후각 수용체와의 특이적 결합을 기반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3, 4]. 냄새는 어떤 

냄새 물질 분자가 어떤 후각 수용체와 결합했는지 그 결합 패턴에 의해 결정 된다 

[5]. 또한 후각은 다른 감각들과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표현 또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1]. 냄새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분류하는 기준도 

없다. 이는 후각이 화학적 자극에 의한 감각이라고 해서 단순히 냄새 물질 분자의 

화학적 구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6]. 인간의 감각을 

이해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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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냄새 물질과 후각 수용체의 결합

  후각을 이해하는 데에는 후각 메커니즘의 시작인 분자적인 단계, 즉 냄새 

물질과 후각 수용체 간의 결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서로 결합하는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 쌍을 찾는 것을 deorphan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7, 8]. 냄새물질과 후각 수용체의 결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람의 후각 신경에 발현된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 간의 결합을 보아야 하는데, 실제로 사람의 후각 신경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진행된 deorphanization에 대한 

연구는 주로 in vitro 상으로 유전공학기술과 다양한 세포 기반 실험을 이용하여 

진행된 연구가 대다수이다.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확보하고, 이를 이종(異種)의 

세포에 주입하여 감염시켜 후각 수용체를 발현시킨 후,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 

분자의 결합 여부를 세포 기반 실험을 통해 알아냄으로써 실제 인간의 후각 신경을 

이용하지 않고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 [1, 9-12].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식대로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 간의 결합 여부를 

밝히며 냄새 물질의 결합 패턴을 하나의 코드로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합 패턴과 냄새의 코드를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은 

인간의 후각 관련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결합 여부가 확인된 

냄새 물질과 후각 수용체 쌍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이는 인간의 후각을 

모방하며 민감도, 선택도에 큰 장점이 있는 바이오 후각센서를 연구하는 데 토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1, 13]. 나아가 냄새를 객관적으로 코드화함으로써 

냄새의 표준화에 대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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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간 17번 염색체 후각 수용체

  본 연구에서는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 간의 결합 패턴을 분석할 때 400여 가

지의 인간 후각 수용체 중 14개의 후각 수용체를 선정하였다. 인간의 17번 염색체 

내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군은 인간의 후각을 이해하는 데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기존의 꽃향기 물질과 결합한다고 밝혀진 것이 비교적으

로 많은 후각 수용체들이 17번 염색체에 그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4]. 기능

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인간 17번 염색체의 14개의 후각 수용체를 냄새의 코드화를 

하는데 선정하였고, 유전자를 확보하였다. 후각 수용체 목록은 Figure 1에 나타내었

다. 후각 수용체의 나열된 순서는 17번 염색체 내에서 실제로 유전자가 배열된 순

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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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14개의 인간 17번 염색체 후각 수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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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루시퍼레이즈 분석 (Luciferase assay)

  세포 내에서 발현된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 간의 결합 유무는 다양한 분석방

법으로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실제 인간의 후각을 모사하여 사람이 느

끼는 냄새 패턴을 분석하고자 했다. 즉, 단순히 후각 수용체라는 단백질과 화학 물

질인 냄새 물질 간의 결합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인간의 후각 신경 세

포에서 일어나는 후각 메커니즘의 신호 전달 기작을 구현하고, 이때의 결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실험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시행하였다. 루시퍼레이즈 분석은 후각 메커니즘의 신호 전달 기작에서 후각 수용

체와 냄새 물질이 결합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cAMP 물질을 기반으로 한 세포 기반 

실험이다.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이 결합한다면 세포 내에서의 연속적인 신호 전

달 기작에 의해 활성화된 adenylyl cyclase (AC)에 의해 ATP가 cAMP로 바뀐다. 

cAMP 기반 세포 신호 전달 경로는 본래의 후각 신경 세포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 

경로이다. 인간의 실제 후각을 모사하는 후각 수용체 유전자가 발현된 이종 세포 

또한 cAMP 기반 신호 전달이 일어난다 [2-3, 17]. Figure 2는 후각 신경과 후각 수

용체 유전자가 발현된 이종 세포에서 일어나는 cAMP 기반 신호 전달 경로를 나타

낸 그림이다.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할 때는 이종 세포 감염 시 후각 수용체 유전자 뿐 아니

라 분석에 필요한 유전자 또한 감염시킨다. 그 두 가지가 pCRE-Luc(Firefly 

luciferase), pSV40-RL(Renilla luciferase) 유전자이다. 이종 세포에서 냄새 물질과 후

각 수용체가 결합했을 때 발생한 cAMP는 단백질 키나아제 A (PKA, Protein kinase 

A)를 활성화 시키고, 이는 c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CREB)를 인산화

한다. 인산화 된 CREB는 CRE 프로모터에 결합하게 되고, 이는 firefly luciferase 유

전자 전사를 시작하게 한다 (Figure 2b). 즉 냄새 물질과 후각 수용체가 결합하게 

되면 firefly luciferase에 의해 발광 (luminescence) 신호가 나오게 되고, 이를 측정

하여 결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루시퍼레이즈 분석은 매 실험마다 다를 가

능성이 있는 분주된 세포 수와 후각 수용체 유전자의 형질 감염 효율의 보정을 위

해 pSV40-RL 유전자도 함께 감염시킨다. 냄새 물질과 후각 수용체의 결합 여부와 

상관없이 SV40 프로모터는 항상 작동하고, 이에 의해 나오는 Renilla luciferas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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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발광신호크기 또한 측정하여, 세포 수와 트랜스펙션 효율을 보정할 수 있게 

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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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2. 후각 수용체에 냄새 물질이 결합했을 때의 cAMP 기반 세포 신호 전달 경

로 (a) 후각 신경 세포 (b) 후각 수용체가 발현된 이종 세포

OR, olfactory receptor; RTP, receptor-transproting protein; AC, adenylyl cyclase; 

CNG, cyclic nucleotide gated channel; PKA, protein kinase A; CRE, cAMP response 

element; CREB, c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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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17번 염색체 후각 수용체 유전자 클로닝

  후각 수용체의 N 말단에 후각 수용체 발현 확인을 위한 FLAG-tag과 이종 세포

에서의 GPCR 막발현을 돕기 위한 Rho-tag을 후각 수용체 유전자와 함께 발현되도

록 유전자 클로닝을 실시하였다 [5, 15]. 이 유전자를 템플레이트 (template)로 하여 

PCR로 증폭하고, 얻어진 PCR 생산물은 pcDNA3 벡터에 삽입되었다. 그 후 클로닝

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는 DNA 시퀀싱을 통해 확인하였다. 클로닝한 플라스미드를 

동물 세포에 주입하여 감염시키기 위해 DNA 양을 농축하고 정제했다. 이를 위해 

Plasmid DNA Purification Kit Mini (Cosmogenetech, Korea) 와 EndoFree Plasmid 

Midi Kit (RBC, Taiwan) 을 이용하여 DNA preparation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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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후각 수용체 유전자가 포함된 pcDNA3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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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물세포 배양 및 형질감염을 통한 후각 수용체 발현

2.2.1. 동물세포 배양

  실제 인간의 후각 수용체는 후각 신경에서 발현되나, 형질감염을 통해 이종 세

포계에서 후각 수용체를 발현시켜 인간 후각 세포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세포를 제

작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Human Embryonic Kidney 293 (HEK-293) 세포를 배양했

다 [10, 12]. 배양 배지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와 1% penicillin 

streptomycin (Sigma Aldrich, USA)이 포함된 DMEM을 사용했다. 또한, 후각 수용체

와 냄새 물질의 결합 여부를 알 수 있는 세포 기반 실험 중 하나인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Hana3A 세포를 배양했다. Hana3A 세포는 

HEK-293T에서 유도된 세포로, 후각 수용체의 발현을 돕는 RTP1L, RTP2, REEP1, 

그리고 Gαolf 단백질이 HEK-293T 세포에 안정적으로 발현되어 있는 세포이다. 

HEK-293T 세포는 HEK-293 세포에 SV40 large T 항원이 있으며 SV40 복제기점이 

있는 플라스미드의 복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하는 유전자 발현 물질을 위해 

감염된 플라스미드의 증폭을 위함이다. Hana3A 세포 배양 배지는 10% FBS가 포함

된 MEM 배지에 100 μg/mL 농도의  penicillin streptomycin, 1.25 μg/mL 농도의 

amphotericin B (Sigma Aldrich, USA), 1 μg/mL 농도의 puromycin (Sigma Aldrich, 

USA)를 추가한 배지를 사용했다 [17]. 동물 세포는 일주일에 2~3회 계대배양하며 세

포를 유지 및 증식시켰다. Hana3A 세포는 H. Matsunami 연구팀에서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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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형질감염 (transfection)을 통한 후각 수용체 발현

  HEK-293 또는 Hana3A 세포에 후각 수용체를 발현시키기 위해 클로닝한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세포에 주입 및 감염시키는 과정을 형질감염 또는 트랜스펙션 

(transfection)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 Lipofectamine 3000 (Invitrogen, USA)을 사용

했다. HEK-293 형질감염 시 세포를 배양할 때는 10% FBS가 포함된 DMEM 배지를 

사용했고, Hana3A 형질감염 시 세포를 배양할 때는 10% FBS가 포함된 MEM 배지

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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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ransfection 및 후각 수용체 발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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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후각 수용체 발현 확인

2.3.1. Western blot

  HEK-293 세포에서 후각 수용체가 발현된 것은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확인

했다. 14개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감염시킨 후 약 48시간 된 세포를 이용했다. 첫 

번째 항체 (primary antibody)는 DYKDDDDK rabbit monoclonal antibody (Cell 

Signaling Technology, USA)를 사용했으며, 두 번째 항체 (secondary antibody)는 

goat anti-rabbit IgG-HRP (Santa Cruz, USA)를 사용했다. DYKDDDDK는 FLAG-tag 

항원 결정기의 아미노산 서열이다. 기질은 Luminata Forte Western HRP substrate 

(Merck Millipore, Germany)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2.3.2. Immunocytochemistry

  Immunocytochemistry로 HEK-293 세포 뿐 아니라 Hana3A 세포에서도 후각 수

용체가 발현됨을 확인했다. 이때는 western blot으로 발현이 확인된 후각 수용체 유

전자 OR1A1을 HEK-293, Hana3A 세포에 감염시켰다. 첫 번째 항체는 DYKDDDDK 

Rabbit monoclonal antibody를 사용했고, 두 번째 항체는 Alexa Fluor 594 goat 

anti-rabbit antibody (Life technologies, USA)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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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냄새 물질과 후각 수용체 간 결합 패턴 분석

2.4.1. 냄새 물질 선정

  14개의 후각 수용체와 결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4가지 냄새 물질 – 제라니올 

(geraniol, Fluka, USA), β-씨트로넬롤 ((±)-β-citronellol, Fluka, USA), 2-페닐에탄

올 (2-phenylethanol, Fluka, USA), 리날룰 ((±)-linalool, Fluka, USA) – 을 선정하였

다. 이들은 대표적인 향기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장미향을 구성하는 주 냄새 물질

이다 [16]. 4개의 개별적인 냄새 물질 뿐 아니라 실제 천연 장미향 (Rose Turkish 

Absolute, solvent extraction, LG 생활건강 샌베리 퍼퓸하우스 제공) 물질 또한 세포 

기반 실험을 통하여 냄새 물질과 후각 수용체 간 결합여부를 확인하였다. 

2.4.2. 루시퍼레이즈 분석 (Luciferase assay)

  냄새 물질과 후각 수용체 간의 결합 여부는 cAMP 세포 전달 기작을 기반으로 

한 세포 기반 실험 중 하나인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통해 알아냈다. 이 때 후각 수

용체 유전자가 감염된 Hana3A 세포를 사용했다. 이를 위해 pCRE-Luc(Firefly 

luciferase), pSV40-RL(Renilla luciferase)를 후각 수용체 유전자와 함께 형질 감염한 

세포를 이용했다 [17]. 또한, 후각 수용체의 세포막 발현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는 

RTP1S 단백질에 대한 발현 유전자도 감염된 세포를 이용했다 [17-19]. 발현된 루시

퍼레이즈로 인한 발광 (luminescence)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시약으로는 Dual-glo 

Luciferase assay system (Promega, USA)을  사용했고, 측정 기기로는 Spark 10M 

multimode microplate reader (Tecan, Switzerland)을 사용했다. 

  본 실험에서는 세포 수와 트랜스펙션 효율을 보정을 위하여 표준화한 신호 크

기를 사용했다. 표준화 식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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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에서 Luc는 Firefly luciferase에 의한 발광신호크기이고, Renilla는 냄새 물

질과 후각 수용체의 결합 여부와 상관없이 SV40 프로모터에 의해 나오는 Renilla

luciferase에 의한 발광신호크기이다 [17].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할 때 냄새 물질뿐 

아니라 이에 대한 대조군으로 음성 대조군 (negative control)과 양성 대조군 

(positive control) 물질 또한 후각 수용체 및 기타 요소들이 발현된 세포에 주입했

다. 음성 대조군 물질로는 냄새 물질을 희석할 때 사용한 DMSO (Dimethyl 

sulfoxide, Sigma Aldrich, USA)를 사용했다. 양성 대조군 물질로는 포스콜린 

(forskolin, Sigma Aldrich, USA)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의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 cAMP 신호 전달 기작을 발동시켜 발광 신호가 최대로 나오

게 한다 [20]. 

  후각 수용체 유전자 없이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위한 기타 요소들만 발현된 

(NT, non-transfected) 세포에 대한 표준화한 신호크기를 대조군으로 하여, 각 14개

의 후각 수용체에 대해 표준화한 신호크기와 t-test를 진행하였다. 소프트웨어는 

Sigmaplot 10.0을 사용하였다. P value를 구하여 NT 세포에 비해 유의미한 신호 차

이가 있을 경우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이 결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통해 결

합 유무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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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후각 수용체 유전자

  14개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 PCR 생산물을 pcDNA3 벡터에 삽입하여 플라스미

드를 얻었다. pcDNA3 벡터 안의 암피실린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이용해 플라스

미드를 선별하였다. Figure 3은 HEK-293 세포에 후각 수용체를 발현시키기 위해 클

로닝한 플라스미드의 모식도이다. 이를 DNA 시퀀싱으로 얻고자 하는 플라스미드를 

확보했음을 확인하였다. 동물 세포를 형질 감염하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재조합 

DNA가 필요하므로, DNA preparation 과정을 통해 1000 ng/μL 의 DNA를 얻었다.

3.2. 후각 수용체 발현 확인

3.2.1. Western blot

  14개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HEK-293 세포에 감염시키고,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후각 수용체가 이종 세포에서 발현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LAG-tag과 

Rho-tag을 포함한 후각 수용체의 크기는 35~40 kDa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5는 

14개의 후각 수용체의 발현을 확인한 Western blot 분석 데이터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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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EK-293 세포에서 후각 수용체 발현 확인한 western blot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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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Immunocytochemistry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위해 배양하는 Hana3A 세포에서의 후각 수용체 발현 

확인을 위해 immunocytochemistry를 실행하였다. Western blot으로 HEK-293 

세포에서 발현이 확인된 후각 수용체 중 하나인 OR1A1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HEK-293, Hana3A 세포에 OR1A1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감염시켰고, 두 가지 

세포에서 후각 수용체가 모두 발현이 되었음을 immunocytochemistry를 통해 

확인했다. Figure 6은 HEK-293, Hana3A 세포에서의 후각 수용체 발현이 확인된 

현미경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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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ure 6. 후각 수용체 발현 확인을 위한 immunocytochemistry 사진 (a) HEK-293, 

scale bar : 125 μm (b) OR1A1이 발현된 HEK-293, scale bar : 125 μm (c) 

Hana3A, scale bar : 200 μm (d) OR1A1이 발현된 Hana3A, scale bar : 2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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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미향과 후각 수용체 간 결합 패턴 분석

3.3.1. 장미향과 후각 수용체 간 결합 여부 확인

  장미향의 주성분 물질인 제라니올, β-씨트로넬롤, 2-페닐에탄올, 리날룰, 그리

고 실제 천연 장미향과 14개의 후각 수용체 간의 결합 여부를 세포 기반 실험의 한 

종류인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실시하여 파악했다. 장미향의 4가지 주성분 물질의 농

도는 100 μM이며, 이는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행할 때 주로 사용하는 냄새 물질의 

농도이다. 17번 염색체 내의 14개 후각 수용체는 Figure 1에 나열되어있으며, 이는 

실제로 17번 염색체에서 존재하는 유전자 순서이다. 식 (1)을 사용하여 각 14개의 

후각 수용체에 대해 결합한 냄새 물질들의 표준화한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 

(normalized luciferase activity)를 구하고, 이를  Figure 7과 Figure 10a에 나타내었

다. 또한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형질 감염시키지 않은 NT (Non-transfected) 세포의 

표준화한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에 대해 t-test를 진행하여, P value를 계산하고 이

를 Figure 7에 표기하였다. P value가 0.5 미만인 경우 이는 NT 세포와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 것이므로,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이 결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7은 냄새 물질과 14개 후각 수용체와의 결합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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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7.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통한 냄새 물질과 후각 수용체 간 결합 패턴 (a) 

geraniol (b) β-citronellol (c) 2-phenylethanol (d) linalool  (P value; * : <0.5, ** : 

<0.01, ***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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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결합 패턴에 의한 장미향의 코드화 및 분석

  3.3.2.1. 4가지 장미향 물질의 코드

  본 연구에서는 장미향과 후각 수용체 간 결합 패턴을 기반으로 눈에 보이지 않

는 냄새를 코드화하여, 냄새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Figure 8

은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통해 알아낸 17번 염색체 내 후각 수용체와의 결합 유무에 

의해 만든 코드이다. Figure 1에서 배열된 후각 수용체 유전자 순서를 코드의 기본

으로 하고, 각 냄새 물질이 결합한 후각 수용체를 적갈색, 결합하지 않은 후각 수용

체는 분홍색으로 on/off 방식의 코드를 표현하였다. 

  단순히 결합 유무에 따른 on/off만을 보일 수 있는 코드에서 나아가 루시퍼레이

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표준화한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를 반영할 수 있는 

코드 또한 제시하였다. 인간이 실제로 인지하는 냄새는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의 

결합 유무만을 반영한 결합 패턴으로는 해석되기 어려우므로, 냄새 물질의 코드가 

후각 수용체와의 결합 정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화한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는 이러한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 간의 결합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이를 반영한 코드를 Figure 9에 나타냈다. 각 냄새 물질마다 표준화한 루시퍼

레이즈 신호 크기 중 가장 큰 신호를 1로 (적색, R : 255; G : 0; B : 0), NT 세포에

서의 표준화한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를 0 (백색, R : 255; G : 255; B : 255)으로 

설정한 후 14개의 후각 수용체에 대한 표준화한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를 다시 표

준화했다. 적색계열의 색으로 표현하기 위해 RGB 색상에서 R값을 255로 고정하고, 

재표준화 한 표준화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를 식(2)에 대입하여 이 값을 G와 B값

으로 설정했다.

(G, B값) = 255 * {1-(재표준화 한 표준화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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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8. 장미향의 on/off 코드 (a) geraniol (b) β-citronellol (c) 2-phenylethanol 

(d) linal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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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9. 표준화한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를 반영한 장미향의 코드 (a) geraniol 

(b) β-citronellol (c) 2-phenylethanol (d) linal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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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2. 장미향의 코드 분석

  결합 정도가 반영된 냄새 물질의 코드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의 후각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장미향을 구성하는 주성분 4가지 냄새 물

질 뿐 아니라 천연 장미향에 대해서도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코드 또한 Figure 10a에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천연 장미향을 구성하고 있

는 4가지 냄새 물질의 실제 몰 수 비율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천연 장미향 구

성 물질을 분석한 GC Mass 데이터는 부록에 첨부). 

제라니올 : β-씨트로넬롤 : 2-페닐에탄올 : 리날룰 ≒ 300 : 900 : 12000 : 1

  천연 장미향을 구성하는 4가지 냄새 물질의 실제 비율을 각 물질의 표준화한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에 곱하여 더한 총 신호 크기를 계산하여 이를 계산된 모사 

장미향 (simulated activity of natural rose)에 대한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라고 칭

하고, Figure 10b에 나타내었다 (제라니올의 표준화한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

*{300/(300+900+12000+1)} + β-씨트로넬롤의 표준화한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

*{900/(300+900+12000+1)} + 2-페닐에탄올의 표준화한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

*{12000/(300+900+12000+1)} + 리날룰의 표준화한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

*{1/(300+900+12000+1)}). 마찬가지로, Figure 9에서와 같은 코드화 방식으로 이에 대

한 코드 또한 Figure 11b에 나타내었다. 4가지 장미향 구성 물질의 실제 비율을 반

영한 결합패턴과 코드는 천연장미향의 결합패턴 (Figure10a)과 천연장미향의 코드 

(Figure 11a)와 비교했을 때 그 양상이 유사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냄

새 코드화 방식이 냄새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며, 실제 우리가 느

끼는 후각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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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0. 천연 장미향과 계산된 모사 장미향의 표준화한 루시퍼레이즈 신호 크기 

(a) 천연 장미향 (b) 계산된 모사 장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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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1. 천연 장미향과 계산된 모사 장미향의 코드 (a) 천연 장미향 (b) 계산된 

모사 장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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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후각이라는 감각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은 미지의 감각으로, 아직 

완벽하게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

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후각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 후각 수용체 유전자군

이 있는 인간의 17번 염색체 안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확보하여 플라스미드를 제

작했다. 직접 인간의 후각 신경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종 동물 

세포인 HEK-293 세포와 Hana3A 세포에 후각 수용체를 발현시키기 위해 pcDNA3 

벡터에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삽입하여 클로닝하였다. HEK-293 세포와 Hana3A 세

포에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형질 감염시켜 후각 수용체의 이종 세포에서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발현된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 간의 결합 여부를 실제 후각 신경에

서의 cAMP 세포 신호 전달 기작을 기반으로 한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통한 14개의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의 결합 패턴을 

장미향 대표 4가지 냄새 물질에 대한 코드로 부여하였다. 단순한 결합 유무에 의한 

코드 뿐 아니라, 결합 정도를 반영한 코드화 방식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미향

의 4가지 구성 물질의 코드와 천연 장미향의 코드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코드화 

방식이 실제 인간이 느끼는 후각을 반영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간 후각 세포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세포를 시험관 상에서 구현하

여 인간 후각 관련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 냄새의 코드화의 기준을 인간의 생물

학적 후각 메커니즘 기반으로 함으로써 냄새에 부여한 코드와 그에 대한 분석이 인

간의 후각을 이해하는 연구에 학문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

한, 단순 화학 구조나 냄새의 관능평가 등으로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냄새를 

코드화하는 것은 현재까지 정립되지 않은 냄새의 표준화 개념에 대한 기반을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후각 수용체와 냄새 물질의 결합 패턴에 대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후각 바이오센서 등 후각 연구 관련 산업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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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반복 1

냄새 물질 RT Area Height Response

Calculated 

Amount 

(ppm)
Geraniol 15.27 9694422.62 4522348.5 9694422.62 145.437

β-Citronellol 14.79 20705829.04 13163651.30 20705829.04 437.579
2-Phenylethanol 12.95 729368998.29 371992863.85 729368998.29 4591.204

Linalool 12.52 273804.70 154367.50 273804.70 0.555

반복 2

냄새 물질 RT Area Height Response

Calculated 

Amount 

(ppm)

Geraniol 15.27 9806635.25 4511510.07 9806635.25 146.532
β-Citronellol 14.79 20923843.06 13274307.99 20923843.06 441.717

2-Phenylethanol 12.95 715641087.95 361671698.48 715641087.95 4505.214
Linalool 12.52 258514.79 145058.36 258514.79 0.306

반복 3

냄새 물질 RT Area Height Response

Calculated 

Amount 

(ppm)
Geraniol 15.27 9813938.66 4627500.00 9813938.66 146.603

β-Citronellol 14.79 21052605.03 13509458.15 21052605.03 444.162
2-Phenylethanol 12.95 719979219.82 371623794.50 719979219.82 4532.388

Linalool 12.52 268681.58 156331.54 268681.58 0.471

부록 1. 천연 장미향 성분 분석 (GC Mass, 3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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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ttern Analysis of Human Chromosome 

17-encoded Olfactory Receptors Activated 

by Rose Smell

Dahoon Min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lfaction follows the complex signaling cascades from the peripheral receptors to 

the brain of humans. At the molecular level, humans can perceive and 

discriminate smells with the odorant–olfactory receptors (ORs) binding pattern. A 

combinatorial code, which is based on the odorant–ORs binding pattern, could be 

assigned to the individual odorants. In this study, OR genes in human chromosome 

17 were used to analyze the odorant-ORs binding pattern. OR gene cluster in 

human chromosome 17 would be a representative model to understand the human 

olfaction. 14 ORs in human Chromosome 17 were expressed in the heterologous 

cell, HEK-293 and Hana3A cell line. The expression of 14 ORs in the HEK-293 

cell line was identified by western blot. The activation of their binding with four 

odorants and a natural rose compound was analyzed by a luciferase assay, known 

as a suitable assay for the high-throughput deorphanization of ORs. The codes of 

four odorants that are main components of a rose fragrance – geraniol, β

-citronellol, 2-phenylethanol, and linalool – and the natural rose compound were 

as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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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ssing these patterns would be an initial step to make the specific codes of 

the different odorants that can be useful for standardization and codification of 

smells. Furthermore, it could help to understand the human olfactory system.

   Keywords : Human olfaction, Olfactory signal transduction pathway, 

Olfactory receptor, Rose scent, Codification of odorants, Deorph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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