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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y or what we actually eat?

여러분, 살면서 한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왜 먹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How diets and food products affect health?

아니면 우리의 식습관과 식단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Digestion is mediated by the gut microbiome, a key regulator of host metabolism.

소화는 주로 우리 내장의 미생물군집의 도움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미생물군집은

숙주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죠.

Gut microbiome metabolizes food components, making a large variety of metabolites

available for cells to digest further, or for other microbes to use.

내장에 서식하는 미생물군집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 대한 대사 활동을 진행하며, 이

활동으로 다른 미생물군집의 사용 또는 추가적인 소화 활동을 위한 대사산물을

생성합니다.

Gut Dysbiosis, the imbalance or loss of microbiome diversity, is one of the main factors

leading to diet-related non-communicable diseases.

내장 군집붕괴는 흔히 미생물군집 다양성의 균형 붕괴 또는 손실로 정의하며, 의학적으로

식습관과 관련된 비전염성질환을 일으키는데에 대표적인 요인으로 손꼽힙니다.

Dysbiosis affects various functions, including energy metabolism, intestinal permeability and

brain function.

이 군집붕괴는 에너지 대사, 내장 투과성, 뇌 기능 등 여러가지 생리학적 역할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But how can we detect this shift?

그렇다면, 내장 군집붕괴의 초기단계를 어떻게 올바르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Note: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dditional clar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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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ve designed a synthetic biosensor which consists of a GPCR receptor that detects the

absence of SCFAs, one of the most abundant metabolites which serve as an indicator for the

functional evaluation of the gut microbiome’s health.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GPCR 수용체를 탑재한 합성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센서는 SCFA라고 하는 대표적인 대사산물의 무(無)를 탐지 가능하며,

대사산물의 유무는 내장 미생물군집의 건강 및 균형상태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가능케

합니다.

Through the release of electrons, the biochemical signal is converted to electrochemical and

the data is digitized, therefore making it simple for experts to analyze.

우리 몸에서 나오는 생화학적 신호는 전자의 방출로 인해 디지털화 가능한 전기화화적

신호로 전환되며, 이는 데이터로 일환 및 식별되어 의료진의 초기단계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도웁니다.

Our team, iGEM Thessaly tackles dysbiosis by engineering a live biotherapeutic, a probiotic

supplement that replenishes the quantities of SCFAs missing, thus restabilizing the health of

the gut microbiome.

저희 팀 iGEM Thessaly는 공학적 기술을 인용하여 군집붕괴를 진단 및 치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SCFA에서 연장된 내장 미생물군집 전체의 수와 균형을 복구하는 작업을

이루어낼 예정입니다. 생물치료학적 유산균 보조제가 이 모든걸 가능케 한답니다.

Since unhealthy diets affect so many, our project heeds the call to move towards more

sustainable and healthy diets and aims to ensure food and nutrition security for all.

시대가 발전하며 많은 이들이 식습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인지한

저희의 프로젝트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식습관의 성립 및 모든 이들에 대한

영양소 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더욱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From Microbiome engineering, to human and animal well-being.

쉽게 말하자면, 미생불군집의 공학에서 동물과 인간의 복지까지 뻗어나가는 셈이죠.

This is Amalthea.

이것이 바로 아말테이아 아닐까요?

Note: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dditional clar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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