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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 BT 연구성과 보도자료 모음집 개요

가. 발간 개요

○ 본 정부 BT 연구성과 보도자료 모음집은 2022년 국내 정부부처 등에서 발표된 보도자료 
중 BT분야에 해당하는 주요 연구성과를 취합.정리 하였습니다.

○ BT 관련 주요 연구성과를 계속적으로 취합.정리, 축적하여 연구자 등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하고 BT연구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나. 대상

○ 생명공학분야 R&D 성과의 주요 부처 및 유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

u 본 내용은 부처 보도자료의 요약본으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공식 견해는 
없습니다.

u 본 자료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바이오인(http://www.bioin.or.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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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게놈 안정화를 조절하는 새로운 경로 규명
DNA 돌연변이 제어를 통한 암 치료 가능성 실마리 제시

논문명 53BP1-ACLY-SLBP-coordinated activation of replication-dependent histone 
biogenesis maintains genomic integrity

학술지 Nucleic Acids Research (IF: 19.160, 2021 기준)

연구자 유호진, 오정정, 전세모, 최은지 등 연구기관 조선대학교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발표일 2022-01-17

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1. 28

국내 연구진이 게놈 안정화를 통해 DNA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세포 내 방어 시스템을 발견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선도연구센터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액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에 1월 17일, 
21일 두 편의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53BP1은 DNA를 감싸는 히스톤 합성에 중요한 SLBP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 DNA 복제
과정을 정교하게 수행하고, DNA손상 시 정상적으로 복제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53BP1은 히스톤 아세틸화에 관여하는 ACLY 활성을 증가시켜 SLBP의 유전자 발현을 조
절하여 복제에 필수적인 히스톤 공급을 한다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세포내에 ACLY 또는 SLBP가 결핍되면, 복제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게놈 불
안정성이 증가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
※ ACLY : Acetyl-CoA를 생성하는 효소. 핵 내에서 아세틸기를 공급하여 후성유전학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

또 본 연구에서는 DNA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TOPORS의 인산화가 발생하여 RAD51과 결
합하고 그 결과 RAD51의 단백질 변형이 발생하여 DNA 복구 활성을 조절하고 게놈 안정
성을 유지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였다.
※ TOPORS : 단백질에 수모(SUMO)를 부착하여 기능을 변화시키는 단백질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게놈 안정성 조절 단백질의 작용 메커니즘을 통하여 DNA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이해하는데 기여 할 수 있게 되었고, 게놈 불안정성 억제를 통한 
암 발병 및 암 악성화 억제기술을 통하여 악성암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발된 펩타이드 접근성 제어 시스템은 대식세포의 부착과 분극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제어할 수 있어, 면역시스템을 통한 원거리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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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침습형 첨단 의료기기, 만능 재주꾼 물 옷을 입다
수계 기반 친환경적 공정으로 고성능․다기능성 코팅기술 확보 실제 카테터 적용가능성 확인

논문명 Polysaccharide-derivative coated intravascular catheters with superior 
multifunctional performance via simple and biocompatible method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IF: 16.744, 2021년 기준)

연구자 유승화, 최동윤, 이동윤, 박세계 연구기관 전북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1-07

지원사업 생애 첫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중견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2. 04

국내 연구진을 통해 방사선 조사와 딥코팅 기술의 장점을 융합한 고성능․다기능성의 첨단 의료기기용 
코팅기술이 소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생애 첫 연구, 기본연구, 
중견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1월 7일 게재(온라인)되었다. 

연구내용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코팅 기술은 방사선공학(전자빔 그래프트 중합법)과 고분자공학(딥코팅법) 
표면처리 기술들의 장점을 융합하였다. 전처리 전자빔 그래프트 중합과 후처리 딥코팅법을 
포함하는 전 공정을 친환경적인 수용액 기반으로 진행하였고, 생분해성 천연 고분자인 
키토산 유도체 (O-Carboxymethyl chitosan, O-CMC) 단일소재로 코팅층을 구성하여 고성능 
다기능성(항균, 항혈전, 저마찰) 표면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O-CMC는 상기 다기능성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항혈전 성능의 미약함으로 인해 타 
천연고분자들에 비해 혈관질환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본 연구팀은 
O-CMC 코팅층을 porogen의 첨가 및 침출의 간단한 방법을 통해 micro- 및 nanoscale의 
다공성 구조로 설계하여 초친수성 표면을 제작하였다. 다공성 구조로 인한 초친수성 특성은 
표면에 강하게 결합된 수층을 형성하여 박테리아와 혈액응고를 일으키는 혈소판의 부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위 결과를 통해 O-CMC 고유의 다기능성에 초친수성 표면의 부착 방지 (anti-adhesion) 
효과를 더해 항균, 항혈전 성능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짐을 입증하였다.

기대효과

공동연구팀이 제안하는 혈관 카테터의 고성능 다기능성 코팅 기술은 카테터의 주요 이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 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간단한 공정으로 산업적 응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고분자 기반 혈관 내 삽입 의료기기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코팅 기술의 공정 최적화 및 각 성능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실용화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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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내성 슈퍼박테리아 퇴치할 수 있는 원리 밝혀
정밀 신개념 항생제 개발을 위한 토대 제시

논문명 Role of PemI in the Staphylococcus aureus PemIK toxin-antitoxin complex: 
PemI controls PemK by acting as a PemK loop mimic

학술지 Nucleic Acids Research (IF: 19.160, 2021 기준)

연구자 이봉진, 이상재, 김도희, 강성민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2-10

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2. 10

국내 연구진이 패혈증을 일으키는 포도상구균 외 폐렴막대균, 탄저균, 결핵균의 자살 유도 
작용을 밝혀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또한, 생물리학 분석을 시행하여 
독소단백질의 활성화 부위를 확인, 활성 유지를 통해 병원균의 전령알엔에이(mRNA)를 
분해하는 것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기본연구 
및 중견연구)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액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에 2월 10일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이봉진 교수는 “본 연구팀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구조기반 약물 설계법을 이용한 빠른 약물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슈퍼박테리아 중 빠른 대처가 필요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뿐만 아니라 폐렴막대균, 탄저균, 결핵균에 대처할 수 있는 약물 설계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도상구균 유래의 독소단백질 PemK와 독소-항독소 결합 단백질 PemIK의 삼차원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 평상시에는 병원균 내에서 항독소단백질인 PemI가 독소단백질 
PemK와 결합 시 L12는 열림 구조를 취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항독소단백질의 일부가 복제 
열쇠로 문을 열 듯 독소단백질의 L12 구조를 흉내 내며 독소단백질을 열림 구조로 
유도하여 독소단백질과 단단하게 결합하는 것을 알아냈다.
독소단백질과 결합하기 위해 항독소단백질이 독소단백질구조의 일부 형태를 동일하게 
만드는 전략 (loop mimic) 으로 결합하는 등 생명체의 생존 전략을 새로 밝혀내었다.
독소단백질의 효소 활성화 부위에 결합한 항독소단백질의 구조를 밝혀 항독소단백질이 
어떠한 방법으로 독소단백질을 제어하는지를 찾아냈다

기대효과

본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독소단백질 PemK와 독소-항독소 복합체인 PemIK의 삼차원 구조
정보 및 결합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약물 후보군을 찾아 신약을 개발하
는데 큰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항생제 내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점 없이 
병원균의 자살 유도를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신규 항생제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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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 제시
아미노산 서열 편집을 통한 새로운 치매 치료법 제공 기대

논문명 Kinetic Modulation of Amyloid-β (1-42) Aggregation and Toxicity by 
Structure-Based Rational Design

학술지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IF: 16.383, 2021년 기준)

연구자 김준곤, 최정모, 임동준, 허채은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1-24

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기초연구실 및 우수신진연구)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2. 14

국내 연구진이 점 돌연변이를 활용,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독성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기초연구실 및 우수신진연구)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화학 분야 국제학술지 
‘미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1월 24일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병원성 아밀로이드 응집체의 형성을 속도론 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야생형 아밀로이드 베타 
(1-42)의 초기 응집 특성을 유발하는 핵심 영역을 고해상도 섬유 구조 및 분자 동역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특정했다. 지목된 표적 아미노산을 극성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으로 
치환한 변이체는 의도한 대로 자가조립 특성이 저해되었으며, 병원성 아밀로이드 응집체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 독성이 완화되었음을 관찰했다.
※ 아밀로이드 베타 :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병원성 아밀로이드 섬유 응집체의 주성분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는 신경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 결과, 병원성 섬유의 고해상도 구조 및 분자 동역학 전산 모사를 기반으로 선정한 
4개의 소수성 아미노산(19번 페닐알라닌, 32번 아이소류신, 34번 류신, 42번 알라닌) 중에서 
최소 두 개의 아미노산(19번 페닐알라닌 및 32번 아이소류신)을 아스파라긴으로 치환해야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 특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고안된 변이체는 야생형 아밀로이드 베타에서 관측되는 본연의 자가조립 특성이 저해되고 
세포 독성이 감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변이체가 야생형 아밀로이드 베타와 공존할 때 
상호작용을 통해 야생형 아밀로이드 베타의 병원성 아밀로이드 응집체 형성을 저해하고, 
세포 독성을 완화할 수 있음을 관찰했다.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병원성 응집체 형성 억제에 성공한 아밀로이드 베타뿐만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퇴행성 신경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다른 단백질에도 같은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병원성 
응집체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어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 연구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생명공학 주요 연구성과>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5 - 5 -

성과제목 새로운 조현병 원인 유전자 찾았다
운동성 저하 동반 조현병 환자 맞춤형 치료 토대 마련

논문명 Cerebellar dysfunction and schizophrenia-like behavior in Ebp1-deficient mice

학술지 Molecular Psychiatry (IF: 13.437, 2021년 기준)

연구자 안지인, 황인우 연구기관 성균관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발표일 2022-02-15

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MRC) 및 중견연구 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2. 15

전체 인구의 1%가 가진 조현병. 운동성 저하 및 소뇌 크기 감소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의 
새로운 유전적 원인과 그 기작이 규명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선도연구센터(MRC) 및 중견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분자정신의학 (Molecular Psychiatry)’에 2월 15일 온라인 게재 및 표지에 선정되었다. 

연구내용

조현병 환자에게서 Ebp1 돌연변이 (8번 아미노산과 183번 아미노산에서 단백질 전사가 
종결 됨)가 발견됨에 기인하고, Ebp1 뇌 특이적 결핍마우스를 제작한 후 태어난 지 21일 
(소뇌 발달이 끝나는 시점) 과 6달된 마우스의 뇌를 MRI를 이용하여 뇌 부위별 부피를 
측정해본 결과 소뇌의 크기가 약 20%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면역조직염색법 
(Immunohistochemistry, IHC)을 이용하여 퍼킨지 세포의 수가 야생형 마우스 대비 50%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현병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행동실험인 선행자극 억제실험 (Prepulse 
inhibition, PPI)에서 Ebp1 결핍 마우스는 야생형에 비해 그 수치가 약 87% 감소 (낮을수록 
조현병 증상 악화) 되었다. 그리고 소뇌 기능인 운동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로타로드 
(Rotarod)에서는 결핍 마우스에서 약 70%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Ebp1 결핍에 따른 소뇌 위축의 자세한 기작을 찾기 위해 RNA-seq 과 ChIP-seq을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Ebp1이 Fbxw7 (E3 연결 효소, E3 ligase) 히스톤 아세틸화 
(Histone acetylation)를 억제함으로써 퍼킨지 세포 발달에 중요한 전사인자 (Transcription 
factor) 인 Ptf1a 단백질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기대효과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조현병에 대해 기존 대뇌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소뇌라는 새로운 부분에서 다른 관점에서 발병 원인과 분자 기전을 규명 하였다. 운동성 저하 
및 소뇌 위축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 맞춤형 치료의 토대를 마련하는 새로운 연구다.
본 연구결과는 조현병 환자 중 소뇌의 크기 감소 및 운동성 저하를 동반하는 환자에게 적용
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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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세포 생존과 사멸의 상반된 운명을 결정하는 신호인자 첫 규명
사멸세포 탐식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논문명 Electrostatic-mechanical synergistic in situ multiscale tissue adhesion for 
sustainable residue-free bioelectronics interface

학술지 Cell Death and Differentiation (IF: 12.073, 2021년 기준)

연구자 오병철, 김옥희 연구기관 가천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1-11

지원사업 중견연구사업, 선도연구센터(MRC) 및 기본연구 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2. 28

본 연구를 통해 세포 내 다양한 신호전달에 중요한 인지질로 알려진 포스파티딜이노시톨 
포스페이트(PI(3,4,5)P3)가 세포사멸시 세포 밖으로 노출되면서 ‘eat-me’신호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 선도연구센터(MRC) 및 
기본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세포 사멸 및 분화(Cell 
Death and Differentiation)’에 1월 11일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연구팀은 PIP의 유사체인 IP6가 대식세포에 특이적으로 탐식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작용 기전 규명을 위하여 대식세포주를 활용하여 IP6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분리하고 랜덤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을 통하여 대식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CD14 단백질 
수용체를 발굴하였다.
※ IP6 : Inositol hexaphosphate로 알려진 곡물에 존재하는 인의 주요 저장형태이다.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리 시 세포막 외부에 PI(3,4,5)P3가 노출된다는 것을 
PI(3,4,5)P3와 결합할 수 있는 AKT-PHD, PLCδ-PHD 등 다양한 단백질 및 PI(3,4,5)P3 항체를 
이용하여 증명하였고 CD14 수용체 단백질이 PI(3,4,5)P3와 강하게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포사멸 외에 다양한 종류의 유사 기전인 퍼롭토시스 (ferroptosis)와 네크롭토시스 
(necroptosis)를 유발하는 약물을 처리시 세포막 외부로 PI(3,4,5)P3가 노출되어 대식세포의 
CD14 단백질 수용체가 인식하는 eat-me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AKT-PHD, PLCδ-PHD : 인슐린 신호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도메인으로서 약 11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막에 존재하는 PI(3,4)P2 PI(4,5)P2 및 PI(3,4,5)P3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대효과

세포 신호전달에 중요한 물질인 PIP가 세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상반된 신호전달 기능에 숨겨
진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자가면역질환, 암 및 대사질환 연구에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포의 생존과 사멸이라는 상반된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인자로
서 PIP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고, PIP를 활용한 탐식 세포 특이적 약물 전달체 개발의 핵심 작용 
기전을 제시하여 향후 대식세포 특이적 약물 전달체 개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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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펩타이드 접근성 조절 가능 시스템 개발
“원거리 펩타이드 접근성 조절”로 환자 맞춤형 면역 치료 실마리

논문명 Manipulating Nanoparticle Aggregates Regulates Receptor-Ligand Binding in 
Macrophages

학술지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IF: 16.383, 2021년 기준)

연구자 강희민, 김도균, 김유리, 정희준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3-12

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3. 14

한국연구재단은 강희민 교수(고려대학교) 연구팀이 펩타이드 접근성의 원거리 조절로 체내 면역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미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3월 12일(한국시간) 온라인 공개되었으며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내용

세포 부착성 펩타이드를 유리, 실리콘과 같은 다양한 생체 재료 표면에 결합하고, 다양한 크기로 
합성이 가능한 외부 자극 감응형 무기 나노 집합체 소재를 생체 재료 표면에 신축성 연결체를 
이용하여 부착시켜 다양한 모드를 가지는 펩타이드 접근성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크기의 무기 나노 집합체 소재를 동일한 세포 부착성 펩타이드 밀도를 가지는 생체 
재료 표면에 부착시킬 때, 무기 나노 집합체 소재의 크기에 따라 접근 가능한 펩타이드의 
밀도가 조절되었고, 이에 따라서 대식세포의 부착과 분극화를 제어하였다.
무기 나노 집합체 소재는 초 상자성을 가지는 나노 입자 집합체이기에 영구 자석으로 생체 
재료 표면에서 무기 나노 집합체 소재의 높낮이를 제어할 수 있고, 무기 나노 집합체 
소재의 높낮이가 변함에 따라 접근 가능한 펩타이드의 밀도가 제어되었다.
무기 나노 집합체 소재의 영구 자석에 의한 높낮이 변화로 생체 외에서 대식세포의 부착과 
분극화를 제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생체 내 삽입된 생체 재료로 숙주 대식세포의 
거동 또한 정밀 제어하였다.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펩타이드 접근성 제어 시스템은 대식세포의 부착과 분극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제어할 수 있어, 면역시스템을 통한 원거리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를 통해, 향후 연구들에서 무기 나노 집합체 소재의 크기나 형태를 
제어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펩타이드를 다른 물질로 바꾸어 다방면으로 응용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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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돌연사 주범 심부전 원인 규명
심장 칼슘 조절 원리 밝혀… 심부전의 새로운 치료법 실마리 제공

논문명 Cereblon contributes to cardiac dysfunction by degrading Cav1.2alpha

학술지 European Heart Journal (IF: 35.855, 2021년 기준)

연구자 한진, 김형규, 박남미, 주버트 연구기관 인제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2-22

지원사업 집단연구사업 (기초연구실)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3. 22

심장 기능 저하로 신체에 혈액을 원활히 공급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인 심부전. 이러한 심부전 
치료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심장의 정상적인 전기활동과 수축력 조절의 새로운 기전을 
국내 연구진이 규명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집단연구사업 
(기초연구실)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심혈관 질환 분야 국제학술지 ‘유럽 
심장 저널(European Heart Journal)’에 2월 22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연구팀은 심부전 환자 심장에서 세레블론 유전자 발현이 증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장에서 해당 유전자 조작 생쥐 모델을 제작, 세레블론 단백질이 심장 수축력을 
조절하는 칼슘 통로를 ‘직접적으로 분해’한다는 새로운 조절 기전을 규명하였다.
이는 심부전 환자 심장 수축력 조절에 관여하는 칼슘 통로 기능 저하의 원인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세레블론 발현이 적은 생쥐는 더 나은 심장 수축능력과 심장질환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다는 질병 연관성을 최초로 밝혔다.
심장의 기능 저하에 이어지는 심부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병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발병기전과 치료법이 부재하며, 대부분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등의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다. 
CRBN 을 분해하는 새로운 복합체 물질을 개발하여, 이 물질에 의한 이온채널 기능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최초로 심부전 환자에서 칼슘이온통로 기능저하의 원인이 세레블론 
단백질의 증가에 의한 이온통로 분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종적으로 세레블론에 의한 심장 기능 조절 기전과 심부전 환자에서 감소되는 수축력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는 L타입 칼슘채널의 병리적 조절 기전을 최초로 밝혀냈다.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심장 기능 조절 타깃을 기반으로 한 기초의과학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유효한 치료제가 없는 좌심실 박출률 감소 심부전 치료(HFrEF)의 새로운 타깃을 
발굴하여 세레블론 조절을 타깃으로 하는 혁신형 심장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대효과를 예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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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기전 최초 규명
NMDA 수용체 조절로 공포기억 억제, PTSD 치료제 개발 청신호

논문명 Positive modulation of N-methyl-D-aspartate receptors in the mPFC 
reduces the spontaneous recovery of fear

학술지 Molecular Psychiatry (IF: 13.437, 2021년 기준)

연구자 이보영, Santosh Pothula, Min Wu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4-14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4.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이보영 연구위원 연구팀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 치료제의 과학적 원리를 
동물실험을 통해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뇌과학 학술지인 
분자정신의학지(Molecular Psychiatry)에 4월 14일 게재되었으며,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던 
PTSD 치료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내용

PTSD는 치료를 위해 인지행동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와 우울증 약물치료가 병행되고 있으나 
호전율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PTSD 치료제가 개발되곤 있지만 치료 기전은 밝혀진 
바 없었다.
이번 연구는 임상 개발 중인 PTSD 치료제 NYX-783*을 PTSD 마우스 모델에 적용하여 치료 
효과의 작용원리를 밝혔으며, PTSD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PTSD 동물 모델에 공포 상황 24시간 후 NYX-783을 
주입하였으며, 공포기억 재발이 억제됨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변연하 내측 전전두엽 내 
흥분성 신경세포의 GluN2B* 소단위체 단백질을 포함한 NMDA수용체**가 활성화됐다.
* NMDA 수용체를 이루는 여러 단백질 소단위체 중의 하나
** 신경세포의 흥분성 시냅스에 존재하는 막단백질로, 칼슘이 이동하는 이온통로. 칼슘의 흐름을 조절해 

시냅스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여 신경세포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침

이는 신경기능을 조절하는 BDNF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신경세포의 가소성을 
향상시켜 공포 기억을 억제했다. PTSD 치료제의 효능과 과학적 원리를 최초로 입증한 
것이다.

기대효과

이보영 연구위원은 “PTSD 치료제의 분자적 기전을 최초로 규명했다.”며 “이번 연구성과는 
NMDA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는 PTSD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본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추후, 여러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다른 기전의 후보물질들을 구축
하여 PTSD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질환 치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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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위암 원인균 헬리코박터의 cagA 암유전자 복제 수 변화 기전 규명
생체 내 면역 환경에 따라 cagA 유전자 수가 달라져

논문명 Host immune response mediates changes in cagA number and virulence 
potential of Helicobacter pylori

학술지 Gut Microbes (IF: 9.434, 2021년 기준)

연구자 장성일, 로리 M 한센,
 한푸 수, 제이 V 솔닉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3-15

지원사업 중견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4. 15

한국연구재단은 차정헌 교수 연구팀이 유전자변이 쥐를 이용한 PMSS1 균주 감염 연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숙주 면역상태에 반응하여 cagA 암유전자 수를 변화하는 병독성 
조절기전을 가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미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 
‘거트 마이크로브(Gut Microbes)’에 3월 15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cagA 유전자의 복제 수 변이를 나타내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PMSS1 균주를 정상 마우스, 
면역이 결핍된 형질전환(Rag1-/-) 마우스, 그리고 과도한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형질전환
(Il10-/-) 마우스에 감염시킨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cagA 유전자 복제 수와 병독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감염 결과, PMSS1 균주의 cagA 유전자 복제 수가 0개부터 5개 이상까지 다양하게 변화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면역반응이 약한 숙주에 감염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cagA 
유전자 수가 늘어나 병독성이 강해졌고, 면역반응이 강한 숙주에 감염된 헬리코박터 파일로
리는 cagA 유전자 수가 적어져 병독성이 약해졌다. 즉, 숙주의 면역반응이 cagA 유전자 수
를 변화시키는 선택압으로 작용하였다. 
이 결과를 폭넓게 해석하면, 사람의 면역반응 능력이 결핍되어있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파
일로리의 병인 인자 유전형이 병독성이 강한 방향으로 변화되며, 이는 위암과 같은 심각한 
위장질환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론은 cagA 외에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다른 독성인자들이 숙주 
환경에 의해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는데 응용할 수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진화과정에
서 나타나는 변이가 병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현재진행형인 헬리코
박터 파일로리와의 전쟁을 위해 기초연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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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섬유화 메커니즘 연구에 새로운 방향 제시
물에서의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섬유화 메커니즘 분자 수준에서 규명

논문명 Direct Observation of Protein Structural Transitions through Entire Amyloid 
Aggregation Processes in Water using 2D-IR Spectros

학술지 Chemical Science (IF: 9.969, 2021 기준)

연구자 조민행, 곽경원, 전소연, 김준곤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3-18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4. 26

기초과학연구원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조민행 연구단장 연구팀은 물에서의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구체적인 섬유화 메커니즘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결과는 
왕립화학회(RSC)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Chemical Science (IF 9.825)’ 3월 18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연구내용

인슐린을 사용하여 물과 중수에서 인슐린의 섬유화 속도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단백질의 섬유화 과정을 물에서 관찰해야 함을 인지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2차 
적외선(2D-IR) 분광법이라는 첨단 분광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적외선 분광법에서 
불가능했던 물에서의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섬유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연구진은 2차 적외선 분광법과 더불어 다양한 생물 물리학 분석을 사용하여 섬유화 초기 
단계에서 물과 중수에서 인슐린의 섬유화 경로가 달라지는 것을 관찰했다. 특히 고해상도의 
2차 적외선 분광법 결과를 통해 섬유화의 핵 형성 단계가 시작될 때 중수에서 인슐린의 
이량체 형성이 향상되어 물보다 중수에서 구조적 변화가 지연됨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화학적으로 동일하다고 알려진 물과 중수가 생체 환경 내에서는 섬유화에 다른 
역할을 하는 이유를 2차원 적외선 분광법으로 관찰한 연구로 이는 물에서의 단백질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낸 사례라고 조민행 단장은 말했다.
본 연구진은 2차원 적외선 분광법을 통해 기존의 방법들로는 알 수 없었던 물과 중수에서의 
아밀로이드 단백질 응집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섬유화 초기 단계에서의 단백질 
구조의 차이로 물과 중수에서 확연히 다른 섬유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대효과

인슐린에서 더 나아가 알츠하이머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백질들의 섬유화 과정(특히 액
체-액체 상 분리 (LLPS) 매개 섬유화)을 추적하여 생물학적 환경을 더 잘 묘사하는 구체적인 
섬유화 메커니즘 연구 수행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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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속한 현장 검출을 위한 분자진단 기술 확보
37℃, 30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검출 가능성 제시

논문명 Split T7 promoter-based isothermal transcription amplification for one-step 
fluorescence detection of SARS-CoV-2 and emerging variants

학술지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IF: 12.545, 2021년 기준)

연구자 박기수, 윤태휘, 신지예, 최현정 연구기관 건국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3-31

지원사업 우수신진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4. 26

한국연구재단은 박기수 교수 연구팀이 등온핵산증폭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출할 수 있는 분자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우수신진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바이오센서 분야 국제학술지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sensors and Bioelectronics)’에 3월 31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코로나19 바이러스(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박테리아를 37도, 30분의 반응을 통해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신규 등온핵산증폭기술(STAR[split T7 promoter-based isothermal 
transcription amplification with light-up RNA aptamer]로 명명함)이 개발되었다. 
분할된 T7 프로모터(Split T7 promoter)를 설계하여, 하나의 효소(T7 RNA polymerase)를 
사용, 37도, 30분 반응을 통하여 타겟 유전자 마커를 고감도, 고특이도로 검출할 수 있는 
3-방향접합(Three-way junction) 구조 기반의 등온핵산증폭기술이다.
다양한 효소(strand displacement polymerase 및 nicking endonuclease)를 이용한 
등온핵산증폭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대부분 반응 개시 전의 온도 조절을 통한 
변성(denaturation)/어닐링(annealing) 단계가 필요하며, 최소 2개 이상의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응 최적화가 어렵고 검출 단계가 복잡함. 반면 제안하는 등온핵산증폭기술은 
반응 개시 전의 온도 조절이 필요 없고, 하나의 효소(T7 RNA polymerase)를 이용하여 
반응이 진행된다.

기대효과

본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37도에서, 30분의 반응을 통해 다량의 RNA 증폭산물을 생성하
는 효율적인 유전자 증폭법으로서, 코로나19 및 관련 변이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출해낼 수 
있으며, 저렴하고, 소형화 현장 시스템의 구현이 용이하여 실용화가 기대된다.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COVID-19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출연하게 될 새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암(cancer)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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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표면 특성 조절로 성능 향상된 체내 이식형 전극
생체모방형 전극의 표면 거칠기 조절로 체내 염증 반응 완화 실마리

논문명 High-performance Implantable Bioelectrodes with Immunocompatible Topography 
for Modulation of Macrophage Responses

학술지 ACS Nano (IF: 18.027, 2021 기준)

연구자 이재영, 이상훈 연구기관 광주과학기술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4-20

지원사업 중견연구사업, 기초연구실 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4. 29

한국연구재단은 이재영 교수 연구팀이 생체모방형 폴리피롤/헤파린 생체전극의 표면 거칠기를 
조절하여 염증 반응 완화와 장기 안정성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갖는 고성능 생체전극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 기초연구실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재료분야 국제학술지‘에이씨에스 나노(ACS nano)’에 
4월 20일(한국시간) 온라인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연구팀은 금 전극 표면에 폴리피롤/헤파린 박막을 전기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과정에서 전하 
밀도를 조절할 경우 박막의 표면 미세 거칠기가 달라지는 점을 이용하여, 전하 밀도를 15 ~ 
1200 mC/cm2 로 달리하여 표면 거칠기를 5.5 nm에서 17.6 nm까지 조절한 생체모방형 
고성능 생체전극을 제작하였다. 
폴리피롤/헤파린을 전극에 코팅함으로써 코팅 이전의 금 전극에 비해 전기화학 임피던스가 
12%까지 감소하는 등 전기화학적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다. 
쥐 피하에 전극을 이식하였을 때, 표면미세화 전극에는 전극 표면으로의 세포 모집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염증성 대식세포의 세포막 마커인 C-C 케모카인 수용체 7(CCR7)의 발현이 낮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극을 감싸는 상처조직의 두께가 금 전극과 비교해 39%로 얇아졌다.
신호측정용 전극으로써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쥐 피하 이식 후 10일간 실시간 심전도를 기록한 
결과, 신호대잡음비(SNR) 평균값이 각각 14.1 dB, 21.3 dB로 감소한 금 전극과 PPy/Hep-15 
(비교군)에 비해 표면미세화 전극은 38.3 dB로 신호 측정 민감도를 높게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최적의 표면 거칠기를 가지는 폴리피롤/헤파린 생체전극은 높은 전기적 성능을 가질 뿐 아니라 
면역조절 기능이 있어 생체 이식 후에도 장기적 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대효과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던 전기전도성 소재와 선천성 면역체계 사이의 상호작용 
이해에 통찰을 가져다주어, 다양한 의공학적 응용 시 전기전도성 생체소재에 발생하는 면역 이
물반응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식형 생체의료용 소재의 
표면 특성을 이용한 면역 조절 기술을 통해 조직재생 등에도 폭넓게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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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인간 미토콘드리아 DNA의 아데닌 염기교정 기술 최초 개발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 연구와 치료에 활용 기대

논문명 Targeted A-to-G base editing in human mitochondrial DNA with 
programmable deaminases

학술지 Cell (IF: 66.850, 2021 기준)

연구자 조성익, 이성현, 목영근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4-26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4. 26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은 세계 최초로 미토콘드리아 DNA의 아데닌(A) 염기 교정 
도구인 ‘TALED(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linked Deaminase)’를 개발하였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생물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셀(Cell, IF 41.582)에 4월 26일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IBS 연구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아데닌(A) 염기를 교정하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는 점 돌연변이 39개(43%)를 고칠 수 있어, 미토콘드리아 DNA의 표적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렸다. 이로써 미토콘드리아 관련 다양한 종류의 동물 질환 모델 제작 및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길을 열었다. 
TALED를 인간 미토콘드리아 DNA에 적용한 실험 결과, 아데닌이 탈아민화되며 구아닌으로 
치환됐다. 인간 미토콘드리아 DNA의 아데닌 염기 교정에 최초로 성공한 것이다. 연구진은 
총 17개의 미토콘드리아 DNA 내 표적 염기서열에 대해 TALED를 만들어 검증하였으며, 
최대 49%에 달하는 높은 아데닌 교정 효율을 보여주었다. TALED를 인간 미토콘드리아 
DNA에 적용한 실험 결과, 아데닌이 탈아민화되며 구아닌으로 치환됐다. 인간 미토콘드리아 
DNA의 아데닌 염기 교정에 최초로 성공한 것이다.
활성이 없는 전장 DddA(E1347A) 시토신 탈아미노효소는 시토신을 탈아민화하는 활성은 
없어졌지만, 아데닌 탈아미노효소가 DNA 이중가닥에 접근하도록 하는 능력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데닌 염기 교정이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sTALED, mTALED그리고 
dTALED 모두 표적하는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일으키는 아데닌 염기교정의 패턴이 다르다. 
따라서 3가지 기술 모두 경우에 따라 알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연구진은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던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이
번 연구의 TALED는 다른 세포소기관인 엽록체에서도 작동 가능해 식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분자생물학과 유전학 뿐 아니라 바이오제약·생명공학·농림수산업·환경 산업에도 폭넓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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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소리로 효소반응을 조절하다
IBS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소리로 다단계 효소반응 조절

논문명 Cascade reaction networks within audible sound induced transient domains 
in a solution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 (IF: 17.694, 2021 기준)

연구자 김기문, 황일하 연구기관 IBS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5-02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5. 03

지난 2020년 소리로 화학반응을 조절할 수 있음을 Nature Chemistry에 최초로 보고한 이후 
연구진들은 소리에 의한 유체의 움직임에 주목하였고, 물결의 마디 부분을 중심으로 용액이 서로 
분리되어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기존의 지질이나 고분자를 이용한 구획화와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의 구획화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4.919) 5월 2일자(한국시간)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연구내용

기초과학연구원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김기문 단장 연구팀은 기존 통념과 달리 지질 막이 
없이 소리만으로 용액 내에 분리된 공간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소반응을 
시공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다단계 효소반응의 성공 후에는, 나노 입자를 
활용한 패턴 형성 실험, 패턴된 수화젤의 합성 및 이를 활용한 세포 성장 플랫폼으로의 
응용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소리를 이용한 새로운 구획화 방법을 포도당 산화효소(glucose oxidase)와 
겨자무 과산화효소(horseradish peroxidase)로 구성된 다단계 효소반응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두 번의 효소반응을 거친 최종 생성물이 용액의 마루 영역에서만 
관찰되며, 또한 마디에 의해 서로 분리되어 동심원의 색깔 패턴으로 나타남이 확인된다. 
이것은 막 구조를 이루는 물질이 없이 소리만을 이용한 구획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단계 효소반응의 시공간적 조절과 같은 생체 시스템의 모방에도 성공하였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소리를 이용한 구획화 방법을 활용하여 나노 입자가 용액 내의 특정 
영역에서만 성장 또는 배열을 하는 등의 응용이나, 패턴된 수화젤을 합성하고 이를 세포 
성장에 활용하는 등 이 발견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소리를 이용한 ‘막 없는 구획화’와 이를 활용한 효소반응의 조절에 대한 것으로, 향
후 이 방법이 생체 모방 시스템 연구나 새로운 물질의 합성 등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리를 이용하여 용액 내에서 서로 다른 화학적 환경을 가지는 구역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방식으로는 구현하기 힘들었던 국부적
으로 서로 다른 화학적 성질이나 물성을 지니는 물질의 합성에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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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백신이 만든 기억 T세포, 오미크론에 강한 면역반응
 백신에 의해 유발된 기억 T세포, 오미크론에도 강한 면역반응 발견

논문명 BNT162b2-induced memory T cells respond to the Omicron variant with 
preserved polyfunctionality

학술지 Nature Microbiology (IF: 30.964, 2021 기준)

연구자 신의철, 정민경 연구기관 IBS 바이러스 면역 연구센터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5-17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 연구운영비지원(R&D)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5. 17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기능성 T세포 다기능(polyfunctionality T cell) 의 중요성은 여러 
바이러스 감염질환에서 보고되었다. 다기능성 T세포 ‘다기능성’이란 한꺼번에 한 개의 T세포가 
여러 가지 기능(두 개 이상의 사이토카인 생성 등)을 수행하는 T세포를것을 일컫는다. 
이번 연구는 고려대 송준영, 노지윤 교수 연구팀, 충북대 정혜원 교수 연구팀, 카이스트 박수형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Nature 
Microbiology, IF 17.745) 5월 17일자에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 면역 연구센터 신의철 센터장 연구팀은 
mRNA 백신을 접종한 의료종사자들과 코로나19 감염 이후 백신 접종자의 말초혈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억 T세포가 오미크론 변이주에 상당한 면역반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2가지 이상의 사이토카인(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면역물질)을 한꺼번에 분비하는 다기능성 
기억 T세포의 작용 역시 초기형과 오미크론 변이주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기억 T세포 중 CD4 도움 T세포와 CD8 살상 T세포가 코로나19 초기형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주에 보이는 면역반응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실험대상자들에서 초기형 
뿐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주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항바이러스 작용이 일어남을 관찰했다. 
연구진은 또 개인별 면역반응 분석에서도 초기형과 오미크론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러한 실험결과는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을 경험한 후 mRNA 백신을 접종받으면 기억 T세포 면역반응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데이터도 확인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면역물질을 동시에 분비하는 
다기능성 기억 T세포 반응이 오미크론 변이주에 대해서도 차이없이 작동함을 밝혔다.

기대효과

연구를 주도한 정민경 박사는 신규 확진자수 관리보다 중증환자 중심의 대책이 중요한 상황에서, 
중화항체만이 아니라 기억 T세포 영역까지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반응 분석을 확장한 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을 겪은 뒤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결과라고 
밝히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백신을 접종하는 때가 올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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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피 한 방울로 암 진단 가능한 바이오센서 개발
혈액·소변 등 생체시료 전처리 없이 현장진단기기로 직접 분석

논문명 SEEDING to Enable Sensitive Electrochemical Detection of Biomarkers in 
Undiluted

학술지 Advanced Materials (IF: 32.086, 2021 기준)

연구자 조윤경, 조나단 사바테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5-17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5. 18

기초과학연구원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조윤경 그룹리더 연구진은 혈액·소변을 이용해 암과 같은 
질병을 현장에서 바로 진단할 수 있는 다공성 금 나노전극 기반 바이오센서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Advanced Materials, IF 30.849) 誌에 
5월 17일 온라인 게재됐고 표지 논문 (frontispiece)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내용

연구진은 민감도와 정확도가 높은 바이오센서 제작을 위해 다공성 금 나노 전극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엑소좀2)과 같은 바이오마커를 분리 정제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생체시료로 현장에서 전립선 암 진단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번에 개발한 다공성 
금 나노전극은 미셀이 있는 염화나트륨 용액에 평평한 금 표면을 넣고 반복적인 전기를 
가해 구현했다.
미셀은 민들레씨 같은 구형태로 머리는 물과 친하고 꼬리는 기름과 친한 막대 모양의 
계면활성제가 모여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전기 펄스에 의한 전기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평평한 금전극 표면에서 금을 에칭(부식)하고, 재흡착시킴으로써 나노구조를 성장시키고 
나노미터 크기의 구멍을 형성하는 반응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미셀은 에칭되어 떨어져 
나온 금입자가 용액 속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다시 금전극 표면에 흡착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방법으로 넓은 표면적을 만들어내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는 한편 나노미터 크기의 구멍을 
형성해 샘플의 오염을 방지했다. 연구진은 이를 이용해 소변과 혈장에서 암세포 유래 
엑소좀에 붙어있는 단백질을 검출하며 전립선암 환자 그룹과 건강한 기증자 그룹을 구별했다. 
그리고, 진단기기의 정확도는 소변에서 0.91이고 혈 장 샘플에서 0.90이다. 생체시료의 분리 
없이 직접 사용하고도 매우 우수 한 검출 민감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기대효과

이번 기술은 현장진단기기의 미래 기술 개발에 핵심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공성 금
나노 구조의 잠재력을 활용해 혈액·타액 샘플을 분석하는 진단 칩 개발 등으로 연구를 확대할 
예정으로 보여진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바이오센서로 전립선암 진단에 성공했고 이 기술
은 앞으로 병원체 및 기타 질병진단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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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구동 속도 빨라진 형상기억합금 인공근육
인공근육으로 의수를 만들고 고양이 발톱을 모사하다

논문명 Cooling-Accelerated Nanowire-Nitinol Hybrid Muscle for Versatile Prosthetic 
Hand and Biomimetic Retractable Claw

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 19.924, 2021 기준)

연구자 오일권, 오세웅, 타바시안 라솔,
핏챠이 탕가사미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5-02

지원사업 리더연구지원사업(창의연구)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5. 30

국내 연구진이 기존 구동 속도 대비 2배 이상 빨라진 스프링 형태의 형상기억합금 구동기를 이용
해 사람과 동물의 골격근처럼 힘을 낼 수 있는 ‘형상기억합금 인공근육’을 개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리더연구지원사업(창의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스(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5월 
2일 게재되었으며,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내용

연구팀은 냉매나 냉각팬(fan) 등 능동 냉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반 전자부품이나 칩 등의 
온도를 빠르게 낮추고자 이들의 표면에 뾰족한 방열판을 부착하는 것에 착안해 형상기억합금 
인공근육의 표면적을 넓혀 외부로 발산되는 열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3D 구조의 스프링 
형태 형상기억합금의 표면에 뾰족한 구리  나노와이어(nanowire)를 균일하게 성장시켜 
형상기억합금의 표면적을 약 15배 증가시키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근육은 
별도의 냉각 시스템을 쓰지 않고도 일반 형상기억합금에 비해 2배 이상 가속된 구동 속도를 
보였다.
연구팀은 구동 속도가 빨라진 인공근육으로 사람 손의 절반의 무게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 
의수를 개발하였으며, 컴퓨터 비전에 의해 인식되는 손의 제스처에 따라 의수의 각 
손가락에 연결된 인공근육을 제어하였다. 이를 통해 의수로 ‘I’, ‘Love’, ‘You’, ‘Victory’를 
나타내는 수화를 수행하고, 음료가 담긴 캔과 달걀 등 여러 물체를 집어 들고, 의수를 착용한 
마네킹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데모를 선보였다.
또한, 연구팀은 개발된 인공근육이 동물의 골격근과도 유사함에 착안해 구동 속도가 빨라진 
인공근육을 생체모방 로보틱스에 응용하였다. 특히, 고양이가 필요에 따라 발톱(retractable 
claw)을 드러내고 감추며 지면과의 마찰을 제어하는 특징에 주목하여 세계 최초로 생체모방 
개폐식 발톱을 구현하였다.

기대효과

인공근육 측면에서 연구팀은 구동 속도가 빨라진 형상기억합금 기반 인공근육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수행 할 수 있는 의수를 제작하고, 형상기억합금 기반 인공근육이 향후 웨어러블 로
봇, 파워 슈트, 보조 로봇, 생체 모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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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후성유전 조절의 핵심 분자기전 발견
줄기세포 분화 조절 등의 응용 가능성 제시

논문명 Inositol polyphosphate multikinase physically binds to the SWI/SNF 
complex and modulates BRG1 occupancy in mouse embryonic stem cells

학술지 이라이프(eLife) (IF: 8.713, 2021 기준)

연구자 김세윤, 이대엽, 변지윤, 한성욱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5-12

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 및 중견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6. 03

국내 연구진이 세포 분화 등에 중요한 후성유전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신규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발굴하는데 성공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선도연구센터 및 
중견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이라이프(eLife)’에 5월 
12일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이노시톨 대사의 핵심인 IPMK 효소와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신규 분자타겟으로서 
SWI/SNF 복합체가 동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이는 공동연구를 통한 다양한 
분석기술들을 통하여 (Yeast-two hybrid, APEX 질량분석법, 면역침강) 검증되었다. IPMK 
효소에 의하여 SWI/SNF 복합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면역침강-시퀀싱 (ChIP-seq) 및 ATAC 시퀀싱등을 통한 유전체 수준의 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
SWI/SNF 복합체는 ATP를 가수분해하여 획득되는 에너지를 통해 특정 유전자들의 프로모터 
및 인핸서 영역의 크로마틴 구조를 변화시키는 후성유전 조절자이다. IPMK 효소가 없는 
세포에서는 이러한 SWI/SNF 복합체의 크로마틴 결합능력이 특정 유전자들의 프로모터 
들에서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IPMK 효소는 SWI/SNF 단백질 복합체와의 결합을 통해 크로마틴 접근성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전자 발현이 매개함을 알게되었다.
더 나아가 IPMK가 제거된 생쥐 줄기세포를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분화를 유도하였을 
때 내배엽의 분화 및 발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IPMK에 의한 
SWI/SNF 후성유전학적 조절의 실패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대효과

정상적인 세포의 증식, 분화 뿐 아니라 암의 발생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후성유전 
조절 및 이노시톨 대사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생명현상을 규명한 성과이다. 
특히 본 연구성과를 통한 대사기반 후성유전학적 조절기전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분화조절 및 
관련한 세포 정체성 확립 및 조절의 이해와 응용기술개발에 있어 원천기술로서 활용가치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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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혈관신생을 조절하는 수문장(Gatekeeper) 단백질 발견
혈관 첨단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조절인자 기작 규명... 암·혈관질환 치료에 활용 기대

논문명 Gatekeeping Role of Nf2/Merlin in Vascular Tip EC Induction through 
Suppression of VEGFR2 Internalization

학술지 Science Advances (IF: 14.980, 2021 기준)

연구자 배정현, 고규영 연구기관 IBS 혈관 연구단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6-11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6. 13

기초과학연구원 혈관 연구단 고규영 단장과 배정현 박사후연구원 연구팀은 혈관세포에 
존재하는 멀린(Merlin)이라는 단백질이 혈관신생을 억제적으로 조절하는 핵심물질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밝혔다. 혈관신생을 조절하는 핵심인자를 규명하고 이해를 넓힌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벤스(Science Advances, IF 14.136) 온라인판에 6월 
11일 오전 4시(한국시간) 게재됐다.

연구내용

연구팀은 생쥐의 혈관에서 특이적으로 Merlin의 발현을 억제한 실험군을 만들었으며, 
실험군의 망막 혈관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사상위족을 가진 첨단세포가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나 혈관 몸통을 이루는 대세포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해 혈관 
연구단은 세포 결합정도에 따라 Merlin이 어떻게 혈관발달을 조절하는지를 밝힘으로써 그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던 혈관내피세포의 활성화과정에 대한 풀이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Merlin이 세포막에 있는 VEGF 수용체와 결합하여 VEGF 수용체의 세포 내 
이동에 따른 첨단세포 활성화를 억제하는 것을 밝혔으며, 더 나아가 Merlin이 혈관신생 
과정에서 VE- Cadherin 밀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VEGF 수용체의 세포 내 이동을 조절하는 
수문장(Gate keeper) 역할을 함으로써 특정 혈관내피세포가 첨단세포로 분화 유도되는 
기작을 규명하였다.
VE-Cadherin 밀도가 높은 혈관내피세포에서는 Merlin, VEGF 수용체와 VE-Cadherin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VEGF 수용체의 세포 내 이동을 억제하지만, 반대로 VE-Cadherin 
밀도가 낮을 경우 상호결합력이 약해져 VEGF 수용체의 세포 내 이동이 증가하여 VEGF 
신호전달이 활성화되고, 첨단세포의 성장유도가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대효과

후속연구에서는 Merlin이 혈관신생에 관여하는 다른 핵심물질인 Tie2, VEGFR3 수용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규명하여 VEGFR2 수용체 조절작용과의 차이점을 확인해보려 한
다. 또한, 종양뿐만 아니라 혈관신생이 원인이 되는 황반변성, 염증성 질환 같은 질병에서
도 Merlin을 표적하는 신약개발의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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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면역활성 나노입자와 전기자극으로 면역 항암 치료법 개발 실마리
금속-페놀 네트워크 나노입자와 전기자극을 이용한 효과적인 면역 항암 반응 유도

논문명 Combination of Metal-Phenolic Network-based Immunoactive Nanoparticles and 
Bipolar Irreversible Electroporation for Effective Cancer Immunotherapy

학술지 Small (IF: 15.153, 2021 기준)

연구자 박우람, 김익환, 한동근, 한준혁 연구기관 성균관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5-16

지원사업 중견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6. 14

한국연구재단은 박우람 교수, 김익환 교수, 한동근 교수 공동 연구팀이 면역활성 나노입자와 
비가역적 전기천공법의 병용 치료를 통한 고효율 면역 항암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사업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재료 
및 나노 분야 국제학술지 ‘스몰(Small)’에 5월 16일 온라인 게재되었고,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내용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금속 이온들(망간, 아연, 알루미늄, 칼슘, 및 철)의 면역세포의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망간은 항원제시세포에서 1형 인터페론(type 1 IFN)을 
분비해 면역 항암 반응을 유도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망간과 
폴리페놀의 일종인 타닌산(tannic acid)을 기반으로 면역활성 나노입자를 개발하였다. 
타닌산은 금속 이온과 가역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금속 페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추가로 합성된 금속-페놀 네트워크 나노입자 표면에 항원제시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CpG 올리고 핵산을 부착하여 면역활성 나노입자를 완성하였다. 
면역활성 나노입자는 항원제시세포에서 type1 IFN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동시 방출을 
유도하였다. 개발된 면역활성 나노입자는 망간 이온 및 CpG 올리고 핵산과 비교했을 때 
항원제시세포에 쉽게 내재화되어 적은 양으로도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면역활성 나노입자와 비가역적 전기천공법의 병용치료법은 종양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며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흥미롭게도 비가역적 전기천공법은 암세포의 사멸과 
대식세포의 투과를 증진시켰다. 
이는 비가역적 전기천공법에 의해 종양내 침윤된 대식세포가 나노입자에 의해 활성화되어 
보다 효과적인 면역 항암 치료능을 유도하였음을 의미한다.

기대효과

이 연구는 금속 이온을 함유한 나노입자와 선천성 면역체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양한 금속 이온을 함유한 면역활성 나노입자가 차세대 면역항암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면역활성 나노입자와 비가역적 전기천공법의 병용치료에 
기반한 고효율 면역 세포 활성화 기술은 다양한 난치성 종양치료에 응용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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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식물 에너지 분배 촉진을 통한 토마토 생산성 향상 기술 제안
높은 생산성 기대할 수 있는 체관 수 제어 기술 개발로 K-종자 독립 가능성 기여

논문명 JULGI-mediated increment in phloem transport capacity related to fruit 
yield in tomato

학술지 Plant Biotechnology Journal (IF: 13.263, 2021 기준)

연구자 황일두, 남호영 연구기관 포항공과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5-18

지원사업 중견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6. 21

한국연구재단은 황일두 교수 연구팀이 식물의 생산성 조절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에너지 
분배 통로인 ‘체관 수’를 제어하여 토마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플랜트 바이오테크놀로지 저널(Plant Biotechnology Journal)’에 5월 
18일(한국시간) 온라인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연구팀은 작물의 높은 생산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이론으로만 제안된 에너지 분배 
통로인 체관의 활성을 제어하여 식물 내 에너지 분배 능력의 향상 및 생산성 향상 전략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다. 애기장대 연구를 통해 동정한 체관 발달 억제 유전자 
JUL1*이 토마토에서도 유전적/기능적으로 보존되어 있음을 규명하였고, 이번 연구에서는 
조직배양 및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 SlJUL 단백질의 기능이 저해 및 상실된 토마토를 
제작하였다.
* JUL1(줄기) : RNA 결합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로써, 생성된 단백질은 체관 발달을 촉진하는 유전자의 

mRNA에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 과정 (번역 과정) 억제로 체관 발달을 조절한다.

SlJUL 단백질의 기능 저해 정도에 따라 체관 수가 늘어나며, 이에 비례하여 식물 체내 
에너지 분배 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SlJUL 단백질 기능 저해 토마토에서 
향상된 에너지 분배 능력에 의해 토마토 과육의 수가 37%, 중량이 60%, 당도가 25%로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SlJUL 단백질 기능 저해 정도를 긴밀하게 조절함으로써 식물의 생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작물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대효과

발굴한 유전자를 분자적 마커로 이용 체관 발달 및 에너지 분배 효율 증대 작물 선별을 
통한 고생산성 고기능성 토마토 개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관 발달 
및 에너지 분배가 증대된 작물을 위한 최적의 영양조건, 재배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의 농업 생산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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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뇌 속 반응성 별세포의‘요소회로’, 치매의 새 원인
요소회로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개발 기대

논문명 Astrocytic urea cycle detoxifies Aβ-derived ammonia while impairing 
memory in Alzheimer's Disease

학술지 Cell Metabolism (IF: 31.373, 2021 기준)

연구자 이창준, 류 훈, 주연하 연구기관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6-23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6. 23

알츠하이머 치매의 기억력 감퇴가 뇌 속 반응성 별세포의 ‘요소회로’ 때문임이 밝혀졌다.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이창준 단장 및 주연하 박사 연구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 연구소 류훈 단장 연구팀과 함께 별세포 내 요소회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활성화된 
요소회로가 치매를 촉진함을 규명했다. 이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셀 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 IF 
27)’에 6월 23일 0시(한국시간)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간에서 유해한 암모니아를 해독하여 소변의 주성분인 요소를 생성하는 
‘요소회로’가 뇌 속 별세포에도 존재함을 밝혔다. 나아가 반응성 별세포에서 활성화된 
요소회로가 푸트레신 및 가바생성을 유도해 치매를 유발함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독성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처리한 별세포에서 요소회로를 이루는 효소인 OTC, 
ARG1, ODC1 등의 활성과 발현량이 증가하고, 합성된 요소의 양도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요소회로의 활성화는 실제 알츠하이머 환자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때 별세포 
특이적으로 ODC1을 억제시키면, 요소회로를 통해 생성되는 푸트레신과 가바가 감소함은 
물론 알츠하이머 모델 생쥐의 기억력이 회복됨도 확인했다. 요소회로 활성을 억제하여 
치매를 일으키는 푸트레신 및 가바를 감소시킴으로써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음을 실험으로 
입증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반응성 별세포가 요소회로를 통해 분비하는 GABA와 기억력이 반비례 관계임을 
보여준다. 한편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요소회로가 가바 및 활성산소를 촉진하는 양면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요소회로가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 타겟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대효과

별세포의 요소회로 효소들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새로운 억제제 선도물질로서 요소회로 효소 ODC1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전임상 시험을 통해 ODC1 효능과 독성 등을 확인하고 신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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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문신 전극 기반 뇌파 측정 장치를 이용한 

무선 뇌-인공지능 자동 제어 인터페이스 개발
높은 생산성 기대할 수 있는 체관 수 제어 기술 개발로 K-종자 독립 가능성 기여

논문명 Wearable EEG Electronics for a Brain-AI Closed-Loop System to Enhance 
Autonomous Machine Decision Making

학술지 npj Flexible Electronics (IF: 12.019, 2021 기준)

연구자 김태일, 신주환 연구기관 성균관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5-30

지원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6. 24

한국연구재단은 김태일 교수 연구팀이 문신 전극 기반의 뇌파 측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작, 
사람의 뇌파를 통해 인공지능머신의 의사결정 성능을 향상 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npj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npj Flexible Electronics)’
에 5월 30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본 연구진은 무선 통신과 고품질 뇌파 측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기계 사이에서 반복해서 실행되며 인공지능의 오작동을 보완하는 폐쇄 루프 제어 
시스템인 Brain-AI Closed-Loop System (BACLoS)을 개발하였다. 먼저 무선 통신과 
고품질 뇌파 측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오작동을 보완하는 폐쇄 루프 
제어 시스템인 Brain-AI Closed-Loop System (BACLoS)을 개발하였다.
연구진은 해당 무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사람이 인공지능 자동화 기계의 오류를 관찰 
할 때 생기는 매우 미세한 크기의 뇌파 패턴인 error-related potential (ErrP, 오류 관련 
전위)을 여러 피실험자에게서 성공적으로 측정 할 수 있었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뇌파에서 오류 관련 전위를 추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켰다.
해당 뇌파 분류 딥러닝 모델은 자율주행 RC car, 미로 찾기 알고리즘, 인공지능 비서 등에 
탑재되어 인공지능 기반 기계가 실시간으로 사람한테서 뇌파를 수신 받고, 인공지능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오류 관련 전위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해당 
오류를 즉시 교정하거나 이후 작업에서는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인공지능 기계의 
성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기대효과

뇌-인공지능 폐쇄 루프 제어 시스템은 단순히 뇌파를 통해 기계의 동작을 결정하는 것과 
차별되게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생각과 인공지능 동작에 대한 만족 여부를 전달하는 형태
로, 해당 시스템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사용 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계는 사용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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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감염으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면역세포 발견
폐 손상을 방지하는 면역세포의 새로운 역할 규명

논문명 Unique characteristics of lung resident neutrophils are maintained by 
PGE2/PKA/Tgm2-mediated signaling

학술지 Blood (IF: 25.669, 2021 기준)

연구자 배외식, 배건호 연구기관 성균관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6-09

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및 선도연구센터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6. 28

한국연구재단은 배외식 교수 연구팀이 폐 호중구가 감염이나 염증 환경에서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및 선도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혈액학 
분야 국제학술지 ‘블러드(Blood)’에 6월 9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연구진은 폐에 많이 존재하는 지질인자인 프로스타글란딘 E2 에 의해 폐 호중구 특이적인 
유전자 발현이 유도됨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호중구의 세포사멸을 막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줄이는 것을 밝혔다. 폐에서 생성되는 프로스타글란딘 E2가 폐의 혈관에 붙어 
머무르는 호중구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조절하였다. 이러한 폐 호중구의 
기능적 차이로 감염물질에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폐가 과도하게 손상되는 걸 막는다. 
세포핵과 세포질을 염색하여 대략적인 폐 조직의 형태를 확인해 생쥐 모델에서 폐 조직의 
손상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폐 호중구에서 많이 발현하는 트랜스글루타미네이스 2가 
없는 생쥐에서 폐조직의 손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세포 수준뿐만 아니라 생쥐의 폐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2의 생성을 막았을 때 폐 호중구가 
감소하며 남은 호중구에서도 폐 호중구 특이적인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프로스타글란딘 E2의 하위 신호전달 분자인 단백질 키네이스 A(protein kinase A)를 막았을 
때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생쥐 모델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 및 폐 조직의 붕괴가 더 
심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타겟 단백질인 트랜스글루타미네이스 2 (transglutaminase 2)가 
결여된 마우스에서도 병리가 더 심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대효과

폐에 상주하는 폐 호중구의 특성과 기능을 규명하고, 폐 호중구에 의한 새로운 폐 염증 제어 
기전을 규명함으로써 폐 감염 질환에서 폐 호중구를 표적으로 하는 폐 질환 제어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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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면역반응 제어를 통한 치주질환 예방 및 치료과정 규명
치주질환 치료한계를 극복한 생리활성 펩타이드 활용 가능성 기대

논문명 A vitronectin-derived peptide prevents and restores alveolar bone loss by 
modulating bone remodeling and expression of RANKL and IL-17A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 (IF: 7.478, 2021 기준)

연구자 민병무, 이준범, 민홍기, 박초연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5-30

지원사업 중견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7. 13

한국연구재단은 민병무 명예교수 연구팀이 인체 단백질에서 발굴한 생리활성 펩타이드로 
염증반응과 면역반응을 제어시켜 치조골 즉, 잇몸뼈 흡수를 억제시키고 소실된 잇몸뼈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여 치주질환 예방 및 치료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치의학분야 
국제학술지 ‘임상 치주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에 5월 30일 게재되었고,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내용

펩타이드는 치주질환 발생에 기여하는 주요 세포유형인 사람 잇몸 섬유모세포에서 염증매개체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프로스타글란딘 E2, 기질 금속단백질분해효소)의 생성을 감소시켜 
염증반응을 억제하였다. 또한, 사람 T림프구에서 CD4+/RANKL+, CD4+/interleukin(IL) -17A+ 
/RANKL+ 및 CD8+/RANKL+ T림프구의 비율과 RANKL과 IL-17A 생성을 감소시켜 
숙주면역반응을 조절함으로써 잇몸뼈 흡수를 억제하였다.
펩타이드는 치주염 동물모델에서 골모세포 분화를 촉진시켜 잇몸뼈 형성을 촉진하고, 동시에 
RANKL과 IL-17A 발현을 억제시켜 파골세포 분화와 골흡수능을 감소시켜 잇몸뼈 흡수를 
억제시킴을 규명하였다. 즉, 치주염에서 잇몸뼈 소실 예방 및 회복과정을 규명하였다.
이 결과는 생리활성 펩타이드 VnP-16이 치주질환환자에서 골모세포 분화를 촉진하고 염증반응과 
면역반응을 제어함으로서 잇몸뼈 소실을 예방하고 나아가 회복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체 단백질 유래 작은 크기의 생리활성 펩타이드는 인체에 적용 시 면역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아 치주질환 예방 및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대효과

중증 치주질환은 다빈도 질환으로 세계적으로 7억명 이상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점을 감안
할 때, 치주질환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면 산업･과학･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생리활성 펩타이드 VnP-16은 염증반응과 면역반응을 제어하여 뼈 
재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잇몸뼈 소실을 예방하고 소실된 잇몸뼈를 회복시킴을 치주질환 
동물모델에서 규명, 핵심적인 작용기전을 밝힌 것으로 앞으로의 개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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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B세포(면역세포)만 쏙쏙 찾아내는 형광분자 개발
B세포 내 수송체 단백질로 선택적 식별, 살아있는 상태로 발달의 정도 관찰 가능

논문명
A SLC35C2 Transporter-Targeting Fluorescent Probe for the Selective Detection 
of B Lymphocytes Identified by SLC-CRISPRi and Unbiased Fluorescence Library 
Screening

학술지 Angewandte Chemie (IF: 16.823, 2021 기준)

연구자 장영태, Min gao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7-05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7. 21

기초과학연구원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장영태 부연구단장 연구팀은 B세포를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형광분자 ‘CDyB’를 개발하고, B세포만 형광색으로 칠해 반짝이게 하는 요인이 B세포에 
존재하는 수송체 단백질인 ‘SLC35C2’에 있음을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종합화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 학술지인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IF 16.823)에 7월 5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일반적으로 항체를 이용하는 면역염색법으로 구분하지만 항체가 크기 때문에 세포막 
투과율이 떨어져 세포를 고정하거나 구멍을 내는 투과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비편견적 스크리닝을 통해서 얻은 B세포 선택성 형광분자 CDyB는 세포 내에 위치하였고, 
SLC-CRISPRi을 통해서 소포체와 골지체에 위치한 수송체 SLC35C2가 표적 단백질임을 
입증하였다. 표적 단백질을 제거하면, 형광 세기가 약해짐을 통해서 교차검증하였다. 표적 
단백질에 붙지 않고 이를 통해서 세포소기관 내부로 들어가 축적됨을 고정과 투과화를 
통해서 증명하였다. 더 나아가 표적 단백질 SLC35C2는 B세포의 발달에 따라 발현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CDyB 염색 세기에 차이를 보였다.
만약 GOLD에 의해서 염색된 것이라면, 투과화를 거치면, 염색이 약해질 것이고, 특정 
단백질에 고정되어 있다면, 투과화 후에도 형광 세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표적 
단백질인 SLC35C2에 대한 면역염색을 대조군으로 비교하였고, 면역염색은 고정과 투과화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CDyB는 고정 후엔 형광 세기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투과화를 후에는 형광 세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서 CDyB는 수송체에 고정된 
것이 아닌 이를 통해서 소포체나 골지체 내부로 들어가 염색되는 것임을 입증하였다.

기대효과

CDgB와 CDyB는 형광의 색과 염색기전이 다르다. CDgB는 초록색 형광을 내며 세포막 
유동성이 T세포보다 큰 B세포에 더 빠르게 염색되고, B세포 중에서는 미성숙 B세포에 더 
강하게 염색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CDyB는 노란색 형광을 내며, 수송체 단백질이 B세
포가 성숙할수록 증가하여 성숙한 B세포에 더 진하게 염색됨을 확인했다. 두 형광분자의 
조합은 연구뿐만 아니라 면역질환 진단분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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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IBS, 성장 조절하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의 비밀을 밝히다
바이오분자 및 세포 구조 연구단 인슐린유사성장인자 복합체 3차원 분자구조 규명

논문명 Structural basis for assembly and disassembly of the IGF/IGFBP/ALS Ternary 
complex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 (IF: 17.694, 2021 기준)

연구자 김호민, 김효진, Yaoyao Fu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7-30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8. 03

기초과학연구원 바이오분자 및 세포 구조 연구단 김호민 CI(Chief Investigator, KAIST 의과학 
대학원 부교수)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 복합체의 3차원 분자구조를 규명하고, 인슐린유사성장 
인자 복합체의 조립과정 및 인슐린유사성장인자 활성화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7.69)’ 온라인 판 7월 30일 
자에 게재됐다.

연구내용

연구진은 인슐린유사성장인자 삼중복합체의 3차원 분자구조를 초저온투과전자현미경 
(cryo-EM)을 활용하여 규명하고, 각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밝혀냈다. 특히, 인슐린유사 
성장인자가 IGFBP 단백질에 둘러쌓여 이중복합체를 이루고 있으며, 말발굽 모양의 ALS 
단백질이 이중복합체를 한번 더 감싸는 안정된 구조로 인해 인슐린유사성장인자가 체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형광 감지 크로마토그래피 등의 생화학적 연구를 통해 IGF가 단독으로는 ALS에 
결합하지 못하고, IGF와 IGFBP가 이중결합체를 먼저 형성한 이후에 ALS와 순차적으로 
결합하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 삼중복합체의 조립 과정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생화학적 실험 방법을 통해 인슐린유사성장인자 삼중복합체의 순차적 
조립과정과 삼중복합체로부터 인슐린유사성장인자가 분리되어 인슐린유사성장인자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분자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인슐린유사성장인자 삼중복합체에 포함된 IGFBP 
단백질이 생체 내 단백질분해효소에 의해 잘리면, IGFBP 단백질의 C-말단이 떨어져 
나가면서 불안정한 중간 삼중복합체가 형성된다. 이 과정이 인슐린유사성장인자가 활성을 
나타내게 하는 핵심 과정임을 새롭게 발견했다.

기대효과

인슐린유사성장인자 복합체의 3차원 분자구조 정보가 성장호르몬결핍증, ALS 결핍증과 같
은 성장관련 질환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인슐린유사성장인자 삼중복합체의 조립 및 
활성화 메커니즘은 향후 청소년기 성장 관련 연구 또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2 생명공학 주요 연구성과>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9 - 29 -

성과제목
온도에 따라 팽창하는 마이크로 입자를 활용한 

압력센서 표면 형태 제어 원천기술 개발
헬스케어 및 차세대 사용자 맞춤형 고성능 센서 구현

논문명 Irregular Microdome Structure-Based Sensitive Pressure Sensor Using 
Internal Popping of Microspheres

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 19.924, 2021 기준)

연구자 박인규, 조한철, 정영, 최중락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7-04

지원사업 중견연구, 신진연구, 창의·도전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8. 05

국내 연구진이 온도에 따라 풍선과 같이 팽창하는 마이크로 입자를 이용하여 웨어러블 기기 센서에 
활용할 수 있는 불규칙한 마이크로 돔 구조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 신진연구 및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창의ㆍ 
도전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7월 4일 정식출간본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핵심으로 사용한 물질은 열팽창성 마이크로 캡슐로 마이크로 크기의 풍선으로 
생각하면 된다. 초기 6~11㎛ 크기를 가지는 입자에 온도를 가하게 되면 내/외부의 상변화로 
인해 약 30~50㎛ 크기로 기존 대비 3~5배 팽창하게 된다. 해당 입자를 유연 탄성중합체와 
혼합하여 유연 필름을 제작한 뒤에 온도를 가하여 열팽창성 마이크로 캡슐을 팽창시키면, 
표면에 마이크로 돔 구조가 형성된 유연 필름의 제작이 가능하다.
3D 마이크로 구조가 형성된 유연 필름을 압저항형 기반 유연 압력센서에 적용하였으며, 
기존 센서에 비해 높은 감도를 가지고 내구성 / 검출한계 / 응답속도 등에서도 기존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
개발된 유연 압력센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손가락형 압력센서에 적용하여 미세한 맥박 감지, 물체를 누르는 힘 등에 대해 
정밀하게 감지/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는 대면적 어레이 센서를 제작하여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에 적용하여 손목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를 기계 학습에 적용하여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불규칙한 돔 구조 기반 압력센서는 높은 민감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탄성중합체의 특성인 유연한 장점이 있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시키는 것이 기대된다. 개발된 유연 압력센서는 저비용/고성능/대면적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헬스케어, 인간-기계 상호작용, 개인 보안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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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항생제를 활용한 고효율 디스플레이 소자 개발
암피실린 미세구조로 에너지 재활용과 광추출 효율 향상

논문명 Efficient Photons Extraction in Top-Emission Organic Light-Emitting Devices 
Based on Ampicillin Micro-Structures

학술지 Advanced Materials (IF: 32.086, 2021 기준)

연구자 류승윤, 김동현, 이창민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7-12

지원사업 중견연구사업, 중점연구소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8. 17

한국연구재단은 류승윤 교수 연구팀이 항생제 기반 미세구조 합성을 통해 유기전계 발광소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사업 및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재료과학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7월 12일 온라인 게재되었고, 정식출간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내용

연구팀은 암피실린 항생제와 전도성 고분자를 합성하여 수용액 기반의 미세구조를 
구현했고, 이를 디스플레이용 소자에 적용하여 유기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및 양자점 
광전소자와 같은 다양한 소자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도성 고분자의 특성 
조절에 관한 본 연구는 전하 주입, 계면 쌍극자 생성 그리고 전하 균형 및 광추출을 동시에 
향상하기 위해 항생제 중 쌍극자 모멘트가 큰 암피실린이 선택되었다.
또한, 소자 내부에 만들어진 암피실린 미세구조는 전기에너지와 빛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여 소자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게 하며, 전반사 로 인해 방출되지 못하고 소자 안에 
갇히는 빛에 대한 광 추출 또한 용이하게 만들어 효율 향상을 극대화하였다.
암피실린 기반 미세구조의 효율과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열처리 온도에 변화를 주어 최적 
농도를 제시하였으며 획기적으로 효율과 안정성을 발전시켰다. 미세구조에 의한 적색편이로 
인해 색 재현율이 향상되고 항생제의 나트륨 이온이 막을 형성하여 전극의 인듐 이온 
확산을 저지하여 소자의 안정성을 높였음을 확인하였다.
최적화된 미세구조를 광전소자에 적용하였으며, 평균 63.4%의 외부양자효율을 갖는 고효율 
소자를 구현하였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항생제와 광전소자와의 융합이 효과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러한 발견은 고성능 
광전자/바이오 전자소자에 대한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스플레이 공정에 
잉크젯, 프린팅 방식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수용액 기반의 단순하고 새로운 항생제 혼합
법을 통해 다양한 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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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두개골 속 신경망 투시하는 홀로그램 현미경 개발
살아있는 쥐 두개골 속 80배 많은 빛 모아서… 형광 표지 없이 신경망 관찰

논문명 Through-skull brain imaging in vivo at visible wavelengths via 
dimensionality reduction adaptive-optical micros

학술지 Science Advances (IF: 14.980, 2021 기준)

연구자 최원식, 김문석, 조용현, 이예령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7-28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8. 30

기초과학연구원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최원식 부연구단장과 가톨릭대 김문석 교수, 
서울대 최명환 교수 공동연구팀은 살아있는 쥐의 두개골을 제거하지 않고도 뇌 신경망을 3D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홀로그램 현미경을 개발했다. 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 IF 14.136) 7월 28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연구내용

연구진은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정량화해서 보다 더 깊은 곳까지 관찰 가능한 고심도 
3차원 시분해 홀로그램 현미경을 개발했다. 다양한 각도로 빛을 넣어도 비슷한 반사파형을 
가지는 단일 산란파의 특성을 이용해 단일 산란파만 골라내는 방법을 고안했다. 
샘플에 입사하는 빛의 각도가 바뀔 때, 그에 따라 반사 파면을 측정하여 매질과 빛의 
상호작용을 정량화하는 산란행렬을 분석하였다. 단일산란파과 다중산란파가 가지는 각각의 
특성을 이용하여 단일산란파와 다중산란파를 서로 분리하고 다중산란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이때 Singular value decomposition(SVD)을 통해 수치적 연산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측정한 산란행렬의 기저(basis)를 재구성하여 투과 또는 반사되는 에너지가 큰 순으로 
나열해 주며 그때의 새로운 기저를 고유모드(eigenchannel) 이라고 한다. 고유모드는 빛과 
매질의 상호작용에 의한 특정한 공명 상태를 가진다. 연구진은 산란매질에서 고유모드 
(eigenchannel)에 대한 선행연구를 오랜 시간 수행해왔다. 
최초로 산란매질의 고유모드를 구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여 실제로 산란 매질을 
투과하는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샘플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최대화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매질에서 고유모드를 통해 타겟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극대화한 원리를 고심도 생체 영상 
기술에 응용한 것이다.

기대효과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물리적 원리를 응용한 고심도 생체 영상 기술은 광학 현미경 영상 기
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신경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의․생명 융합 연구와 
정밀 측정이 필요한 산업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2 생명공학 주요 연구성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32- 32 -

성과제목 주사 바늘보다 얇은 초미세 3D 내시경 개발
폐, 모세혈관, 뇌 신경계까지 관찰 가능…질병 조기 진단의 길 열어

논문명 Flexible-type ultrathin holographic endoscope for microscopic imaging of 
unstained biological tissues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 (IF: 17.694, 2021 기준)

연구자 최원식, 최영운, 최원준, 강문규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8-02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9. 02

모세혈관이나 신경계까지 3D 입체로 관찰할 수 있는 초미세내시경이 개발됐다. 기초과학연구원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최원식 부연구단장과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과 최영운 부교수 
공동연구팀은 주사바늘보다 가는 두께의 내시경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박테리아보다 
작은 생체 구조의 입체이미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Nature Communications, IF 17.69) 8월 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연구내용

연구진은 광섬유 다발 말단 부분에 렌즈나 어떠한 장비도 부착하지 않고도 고해상도로 관찰 
가능한 아주 얇은 내시경을 개발해 기존 광섬유 내시경의 한계를 극복했다. 독특한 조건에서 
샘플의 각도 스펙트럼을 측정함으로써 매우 얇은 두께로도 고해상도 이미징이 가능한 반사 
홀로그래피 내시 현미경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쥐의 소장 융털 구조의 입체이미지를 
구성되었다.
개발한 내시경은 광섬유 말단에 어떠한 장비도 부착하지 않아 내시경 프로브의 지름이 
350μm(마이크로미터)로 매우 얇은데, 이는 피부에 놓는 주사 바늘(약 500μm)보다도 가늘다. 
이를 이용해 쥐의 융털(소장 안에 있는 구조물)과 같이 반사도가 매우 낮아 관찰하기가 
어려운 생물 샘플에서도 형광 염색 없이 이미지 정보를 얻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내시경은 일반적인 광섬유 다발 내시경으로 할 수 없는 현미경급의 
고해상도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다. 물체 간 거리가 850nm(나노미터)정도 떨어져있는 것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다. 참고로 박테리아 크기가 1,000nm(1μm, 즉 100만분의 1m) 정도다. 
측정한 홀로그래피 정보를 보정해 다중 깊이의 3D 이미지도 복원할 수 있는데, 물체 간 
깊이가 14μm정도 떨어져있는 것도 구분할 수 있다.

기대효과

광섬유 다발을 이용한 새로운 내시 현미경 시스템을 통해 쥐의 융털 구조를 확인하며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를 통해 생명과학 연구와 의학 및 반도체 산업 등 응용 가능성
을 증명하였으며, 추후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연구의 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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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생합성 필수대사체로 세포사멸 조절 기전 찾아내
페롭토시스 세포사멸 표적 치료제 개발에 기여

논문명 The MARCHF6 E3 ubiquitin ligase acts as an NADPH sensor for the 
regulation of ferroptosis

학술지 Nature Cell Biology (IF: 28.213, 2021 기준)

연구자 황철상, 이윤태, 응우옌 테 카 연구기관 포항공과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8-08

지원사업 리더연구사업, 중견연구사업,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9. 14

한국연구재단은 황철상, 이윤태 교수 연구팀이 마치에프6 단백질이 생합성에 꼭 필요한 대사체인 
NADPH를 직접 감지하고 주요 페롭토시스 유도 인자들의 분해를 조절함으로써 세포사멸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리더연구, 
중견연구,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등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세포생물학분야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Nature Cell Biology)’에 8월 8일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세포 내 NADPH 함량이 충분할 때는, NADPH가 마치에프6에 직접 결합하여 페롭토시스 
유도 핵심단백질인 p53과 ACSL4의 유비퀴틸화를 촉진하고 분해를 가속한다. 이는 
마치에프6가 페롭토시스를 억제하여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페롭토시스 
유발 스트레스로 인해 NADPH의 함량이 특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는 마치에프6의 
활성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안정화된 페롭토시스 유도 단백질들에 의해 세포사멸이 
일어난다. 이는 효과적으로 암세포의 소멸을 유도한다.
더 나아가 이종이식(Xeno graft) 생쥐 종양 모델 실험을 통해 마치에프6가 결손된 폐암 
세포주에서 페롭토시스가 급격히 발생하며, 그 결과 종양형성이 현저히 억제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외에도, 몸 전체에서 마치에프6가 넉아웃(Knock-out)된 생쥐는 태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죽는 출산 전ㆍ후 사망 (perinatal lethality) 현상을 보이지만, 임신한 
생쥐에 페롭토시스 저해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고함량인 사료를 먹이면, 마치에프6 넉아웃 
생쥐들의 출생률이 현저히 증가했다.
이외에도, 몸 전체에서 마치에프6가 넉아웃된 생쥐는 태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죽는 출산 
전ㆍ후 사망 (perinatal lethality) 현상을 보이지만, 임신한 생쥐에 페롭토시스 저해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고함량인 사료를 먹이면, 마치에프6 넉아웃 생쥐들의 출생률이 현저히 증가했다.

기대효과

NADPH를 특이적으로 과도하게 발현되고 있는 암세포에서 마치에프6를 활용해 질환을 
유발하는 표적 단백질을 분해함으로 암 성장을 제어하는 것 또한 가능할 수 있다. Cas9 
라이브러리 스크리닝과 저분자 화합물 약물 탐색으로 마치에프6와 관련된 새로운 페롭토시스 
세포사멸 인자와 약물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조절 원리를 자세히 밝혀내는 것이 기대된다.



<2022 생명공학 주요 연구성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34- 34 -

성과제목 돌연사 주범 심부전 원인 규명
심장 칼슘 조절 원리 밝혀… 심부전의 새로운 치료법 실마리 제공

논문명 Cereblon contributes to cardiac dysfunction by degrading Cav1.2alpha

학술지 European Heart Journal (IF: 35.855, 2021년 기준)

연구자 한진, 김형규, 박남미, 주버트 연구기관 인제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2-22

지원사업 집단연구사업 (기초연구실)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3. 22

심장 기능 저하로 신체에 혈액을 원활히 공급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인 심부전. 이러한 심부전 
치료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심장의 정상적인 전기활동과 수축력 조절의 새로운 기전을 
국내 연구진이 규명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집단연구사업 
(기초연구실)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심혈관 질환 분야 국제학술지 ‘유럽 
심장 저널(European Heart Journal)’에 2월 22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연구팀은 심부전 환자 심장에서 세레블론 유전자 발현이 증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장에서 해당 유전자 조작 생쥐 모델을 제작, 세레블론 단백질이 심장 수축력을 
조절하는 칼슘 통로를 ‘직접적으로 분해’한다는 새로운 조절 기전을 규명하였다.
이는 심부전 환자 심장 수축력 조절에 관여하는 칼슘 통로 기능 저하의 원인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세레블론 발현이 적은 생쥐는 더 나은 심장 수축능력과 심장질환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다는 질병 연관성을 최초로 밝혔다.
심장의 기능 저하에 이어지는 심부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병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발병기전과 치료법이 부재하며, 대부분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등의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다. 
CRBN 을 분해하는 새로운 복합체 물질을 개발하여, 이 물질에 의한 이온채널 기능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최초로 심부전 환자에서 칼슘이온통로 기능저하의 원인이 세레블론 
단백질의 증가에 의한 이온통로 분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종적으로 세레블론에 의한 심장 기능 조절 기전과 심부전 환자에서 감소되는 수축력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는 L타입 칼슘채널의 병리적 조절 기전을 최초로 밝혀냈다.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심장 기능 조절 타깃을 기반으로 한 기초의과학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유효한 치료제가 없는 좌심실 박출률 감소 심부전 치료(HFrEF)의 새로운 타깃을 
발굴하여 세레블론 조절을 타깃으로 하는 혁신형 심장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대효과를 예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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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자폐 진단·치료 골든타임, 동물실험으로 확인
IBS 연구진, 유년기 약물 치료를 통한 완치 가능성 동물실험으로 확인

논문명 Postnatal age-differential ASD-like transcriptomic, synaptic, and behavioral 
deficits in Myt1l-mutant mice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 (IF: 17.694, 2021 기준)

연구자 김은준, 배용철, 김효상, 김도연 연구기관 IBS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8-27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9. 21

유년기에 자폐를 조기 진단하고, 집중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자폐 증상을 평생 완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김은준 기초과학연구원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장 연구팀은 자폐 조기 
진단 및 유년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2편의 논문을 연달아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7.69)’ 8월 27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자폐 유발 유전자 중의 하나인 ‘MYT1L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성장 과정에 따라 
어떻게 자폐 관련 증상들을 유도하는지를 유전자 발현, 시냅스, 행동 실험 수준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ARID1B의 돌연변이는 생쥐에서 사회성 저하 및 반복 행동을 유발한다. 생쥐 행동 실험 
결과, 서로 처음 보는 생쥐끼리 노출 시켰을 때 ARID1B 돌연변이 (결손) 생쥐끼리는 정상 
생쥐 그룹에 비해 유의미하게 줄어든 사회적 교류를 보였다. 또한 케이지 내에서 
유의미하게 많은 시간 동안 반복적인 행동(Repetitive self-grooming)을 하는 것을 보였다.
이에 따라 흥분성 시냅스의 항진 효과가 있는 약물로 이러한 시냅스의 역할과 행동을 
치료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흥분성 시냅스의 항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플루옥세틴을 투여하였으며, 돌연변이 생쥐의 시냅스 이상은 어린 시기부터 나타나는 
특징이었기에 유년기의 특정 시기 동안 약물을 투여하여, 성체가 되었을 때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치료 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였다.
유년기의 플루옥세틴 투여를 통한 치료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생쥐의 RNA를 분석하였고, 
시냅스와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FMRP 타깃 유전자들의 발현이 치료를 받지 않은 
결손 생쥐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즉, 약물 투여는 시냅스 형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정상화하고, 이로 인해 증상이 치료된다는 것이다.

기대효과

연구팀은 두 건의 연구를 통해 성장 과정에 따른 자폐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유년기의 
집중 치료 후 추가로 약물을 투여하지 않아도 평생 자폐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른 유전자에 의해 유발되는 자폐 증상 역시 유년기 진단 및 약물 치료로 완화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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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인지장애 동반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새로운 치료 표적 발견
뇌 속 별세포의 ‘마오비’가 류마티스 관절염 인지장애의 원인

논문명 Inhibiting peripheral and central MAO-B ameliorates joint inflammation and 
cognitive impairment in rheumatoid arthritis

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IF: 12.172, 2021 기준)

연구자 이창준, 정상윤, 원우진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8-19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9. 26

연구팀은 뇌 속 반응성 별세포의 ‘마오비(MAO-B)’ 효소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인지장애를 
유발함을 규명하고, 이 마오비를 억제하면 인지기능의 회복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절의 염증 
완화에도 효과적임을 밝혔다. 연구결과는 네이처 자매 학술지이자, 세계 10대 분자의학잡지에 
선정된 생화학분자생물학회 공식 학술지‘실험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IF=12.178)’에 8월 19일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내용

연구진은 반응성 별세포의 마오비 활성으로 생성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가바(GABA)가 
신경세포의 신호전달을 억제해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유발하는 것에 착안, 인지장애를 동반한 
류마티스 관절염 동물 모델을 분석했다.
별세포가 염증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로 추론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별세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실험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모델에서 염증물질인 
인터루킨-1베타가 해마의 별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 때, 별세포의 마오비와 
가바의 분비가 증가하고, 이것이 인지장애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관절 염증에 주된 원인인 활막세포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분리해 유전자 분석, 단백질 정량, 조직염색, 대사 분석 등을 수행했다. 동시에 염증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절의 염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진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조직도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마오비가 별세포 뿐만 아니라 활막세포에도 염증에 비례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찾았다.
나아가 염증 환경에서 활막세포의 자가섭식(autophagy)으로 푸트레신(putrescine)이 증가하고, 
마오비는 푸트레신으로부터 가바와 과산화수소를 합성하여 관절의 염증에 관여한다는 것을 
밝혔다. 마오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면 관절의 염증이 회복되고, 관련된 병리적 기전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기대효과

IBS 단장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인지장애가 만성염증에 의한 반응성 별세포로부터 유발되는 
기전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마오비 억제제보다 개선된 새로운 마오비 억제제 
KDS2010가 효과적인 차세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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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피부암 발생 높이는 DNA 손상 복구하는 핵심 단백질 작용 규명
색소건피증 단백질과 복제 단백질의 상호작용이 DNA 복구 복합체 형성

논문명 Two interaction surfaces between XPA and RPA organize the preincision 
complex in nucleotide excision repair

학술지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Belarus 
(IF: 12.779, 2021 기준)

연구자 Orlando D. Schaerer, 김미현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8-15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09. 27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올란도 쉐러 부연구단장 연구팀은 세포 내 색소건피증 
단백질 A(Xeroderma pigmentosum A, XPA)과 복제 단백질 A(Replication protein A, RPA)의 
상호작용이 NER 과정에서 DNA를 복구하는 단백질 집합체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성과는 세계적 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IF 11.205)에 8월 15일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내용

연구팀은 여러 복구 단백질 중 XPA와 RPA가 NER 과정에서 절개 전 NER 복합체 형성에 
필수적이고, XPA가 RPA와 결합하는 두 범위(RPA 단백질의 32 서브유닛과 70 서브유닛)의 
상호작용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밝혔다.
XPA의 RPA32 결합 범위 돌연변이는 RPA와 결합하지 못했지만, XPA의 RPA70 결합 범위 
돌연변이는 RPA 결합을 감소시켰다. 반면, 둘 모두에 돌연변이를 형성했을 때는 NER의 
활동이 억제되고 자외선 조사에 민감했다
또한 RPA32 및 RPA70 서브유닛 중 하나의 상호작용만 방해했을 때보다 두 상호작용 모두를 
방해했을 때,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 복구에 더한 결손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XPA와 
RPA32 및 RPA70 사이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세포의 자외선에 대한 내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후 우리는 XPA와 RPA32 및 RPA70 사이의 상호작용이 NER에서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XPA-RPA의 상호작용 및 NER 복합체를 구조적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XPA와 RPA32의 상호작용은 DNA 손상 초기 복구 단백질이 손상 부위에 결집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XPA와 RPA70의 상호작용은 DNA를 U자형으로 구부려 수축시킴 
으로써 손상된 DNA의 두 절개 부위가 근접하도록 위치시켜 두 절개 반응을 유도하여 복구 
과정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대효과

이번 연구로 연구팀은 XPA와 RPA의 상호작용을 통해 NER 복합체의 형성과 작용 기작을 
보여주었고, 이 상호작용의 중단으로 NER이 억제되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두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결과는 암 치료 효과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의 청사진을 제공하여 앞
으로의 암 치료 효과 개선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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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바닷속 나노플라스틱, 해양 먹이사슬로 식자원까지 전이 가능
간접 노출된 나노플라스틱에 의한 소화효소 활성 저해 정량화

논문명 Trophic transfer of nanoplastics through a microalgae-crustacean-small 
yellow croaker food chain: Inhibition of digestive enzyme in fish

학술지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IF: 14.224, 2021 기준)

연구자 안윤주, 김리아, 
최영설(Rongxue Cui), 곽진일 연구기관 건국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8-04

지원사업 중견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0. 04

한국연구재단은 안윤주 교수 연구팀이 소비율이 높은 식자원인 참조기를 대상으로 나노플라스틱 
간접 노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나노플라스틱이 먹이망을 통해 전이되며 소화효소 
활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사업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성과는 환경과학분야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해저드스 
머티리얼스(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8월 4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나노플라스틱에 노출된 조류를 알테미아에 먹이로 제공한 뒤, 이를 섭취한 
소형갑각류를 참조기에 최종 먹이로 제공하여 나노플라스틱을 간접적으로 섭취한 해양생물에게 
나타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나노플라스틱은 미세조류, 소형갑각류, 참조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세조류가 나노플라스틱에 오염된 이후 소형갑각류가 이를 섭취할 경우, 장관벽이 
손상되었으며, 이는 나노플라스틱이 타 해양생물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때에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조기는 나노플라스틱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후와 24시간 뒤에도 소화관 내에서 나노플라스틱이 
관찰되었으며,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화효소의 활성이 39%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노플라스틱에 해양이 오염된 경우, 참조기에 간접적으로 전이된 나노플라스틱은 소화효소 
활성을 39% 저해하는 악영향을 유발하였다. 최종적으로 나노플라스틱에 의해 소화기능이 
저해된 참조기는 사람의 식자원으로 소비될 수 있으며 나노플라스틱의 환경오염이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식자원으로 소비되는 참조기가 나노플라스틱에 오염될 경우 체내에서 완전히 배
출되기 전 소화효소의 활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환경 중 미세·나노플라스틱
이 영양단계를 거쳐 사람이 섭취하는 식자원과 환경적 측면과 아울러, 인체 및 사회경제학
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기대된다.



<2022 생명공학 주요 연구성과>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39 - 39 -

성과제목 토양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고분자 개발
비료성분을 이온결합으로 연결, 높은 생분해도를 가진 고분자 확보

논문명 Rapid Biodegradable Ionic Aggregates of Polyesters Constructed with 
Fertilizer Ingredients

학술지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IF: 16.383, 2021 기준)

연구자 이분열, 이평천, 이현주, 조우연 연구기관 아주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8-08

지원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0. 17

비료 성분을 이온결합으로 연결하여, 토양의 자연조건에서 분해가 잘되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사업 
등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화학 분야 국제학술지‘미국 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8월 8일 온라인 게재되었으며, 보충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내용

본 연구팀은 기존 PBAT와 물성이 유사하고 생분해도가 뛰어난 신규 PBAT(비료 성분을 포함한 
폴리에스터의 이온 응집체) 개발에 성공하였다. 생성된 고분자에 Zn(2-ethylhexanoate)2를 
처리해주면, 사슬 말단의 포스페이트기와 Zn(2-ethylhexanoate)2가 빠르게 반응한다. 
2-Ethylhexanoic acid를 제거해주며 반응을 이끌어가고, 포스페이트기와 금속이온 간 
이온결합이 생성되어 사슬과 사슬이 연결되며 기존 PBAT에서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이 
했던 chain extender 역할을 대체할 수 있었다.
기존 PBAT는 공유결합으로 사슬이 연결되어 분자량이 커질수록 생분해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지만, 신규 PBAT는 이온결합으로 사슬이 연결되어 기존 PBAT보다 생분해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일반 토양에서 200일 동안 생분해성을 확인한 결과,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신규 
PBAT는 기존 PBAT 대비 약 9.2 배 빠른 분해 속도를 보였다.
물성 측면에서는 신규 PBAT와 기존 PBAT 두 고분자 모두 인장강도 측정 기기의 연신율 
한계점 (760%)에서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기계적 특성이 유사하였다. 또한 
회전형 레오미터 기기를 사용해 160도에서의 레오로지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신규 PBAT가 
기존 PBAT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용융 점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대효과

신규 PBAT는 기존 PBAT 대비 유사하거나 높은 물성을 보이면서 생분해도 또한 뛰어나 
생분해성 고분자 시장의 파급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료 성분을 포함한 PBAT가 
생분해되면서 천천히 비료 성분을 토양으로 방출하여, 작물의 생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
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기존 농업용 멀칭 필름과 코팅 비료를 대체하여, 환경 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022 생명공학 주요 연구성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40- 40 -

성과제목 병원체와 싸우는 선천면역세포만 식별하는 형광물질 개발
형광 세기로 15분 만에 류마티스 관절염 정량적 진단 가능

논문명 Visualizing inflammation with an M1 macrohpage probe via GLUT1 as the 
gating target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 (IF: 17.694, 2021 기준)

연구자 장영태, 조희원, 권화영 연구기관 IBS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10-11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0. 17

기초과학연구원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장영태 부연구단장 연구팀은 대식세포의 아류형인 M1 
대식세포만 선택적으로 탐지하는 새로운 형광물질 ‘CDr17’을 개발했다. 연구결과는 10월 11일 
(한국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7.694)’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연구내용

본 연구진은 형광 라이브러리인 Diversity-Oriented Fluorescence Library (DOFL)를 
구축하고, 살아있는 특정 세포의 식별자를 발굴해왔다. 연구진은 CDr17을 활용한 류마티즈 
관절염 진단 가능성도 동물실험으로 확인했다. M1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대식세포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류마티즈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연구진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시킨 실험쥐에 CDr17을 정맥으로 주사했다. 주사 15분 만에 질병 부위의 M1 
대식세포를 선별할 수 있었다. 
또한, 류마티즈 관절염이 심할수록 CDr17 형광 세기가 강해졌다. CDr17을 이용하면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비(非)침습적인 방식으로 자가 면역 질환을 빠르고,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포도당 경쟁 및 포도당 수용체 억제제 실험을 통하여 CDr17이 포도당 수용체를 이용해 
M1에 선택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포도당 수용체 아과 중에서 포도당 
수용체 1 (Glucose transporter 1)이 M1에 과발현 되어 있으며, GLUT1 억제제와 유전자 
가위 기법을 통하여 CDr17의 구체적인 표적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M1의 존재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류마티스 관절염 동물에 CDr17 정맥주사를 통하여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CDr17이 축적되는 세포가 
M1이라는 것을 조직 이미징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기대효과

본연구는 대식세포의 아류형(M1, M2)을 구분할 수 있는 화합물을 개발한 첫 사례라며 M1 
대식세포와 관련된 염증성 질환 진단 및 새로운 약물 개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 CDr17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비(非)침습적인 방식으로 자가 면역 질환을 빠
르고, 정량적으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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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항생제 콜리스틴 무력화하는 내성 기전 발견
내성균이 항생제 분해하여 세균 집단 내성 유발

논문명 Colistin-degrading proteases confer collective resistance to microbial 
communities during polymicrobial infections

학술지 Microbiome (IF: 16.837, 2021 기준)

연구자 차창준, 이도훈, 차주희, 김대위 연구기관 중앙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8-19

지원사업 중견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0. 19

국내연구진이 다제내성균 치료 시 최후 처방 항생제로 사용되는 콜리스틴(Colistin)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내성균의 기전을 발견해 다중미생물 감염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미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에 8월 19일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일반적으로 녹농균은 콜리스틴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가 
콜리스틴을 분해하면 집단 내성이 생겨 녹농균이나 다른 병원균의 감염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토양 환경에서 기회성 병원균인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 (Stenotrophomonas 
maltophilia)를 분리하여 이 세균의 후기 성장기에 발현되는 protease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콜리스틴이 분해됨을 확인하였으며, 단백질 분해효소가 결손된 돌연변이 균주를 
사용하여 이 효소가 항생제 내성을 유발함을 증명하였다.
콜리스틴에 감수성을 가진 그람 음성 다제내성균*인 녹농균 (P. aeruginosa)과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A. baumannii)와의 공동배양 및 공동감염 실험을 통해,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 (S. maltophilia)의 단백질 분해효소가 콜리스틴을 분해하여 감수성을 가진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집단내성이 유발됨을 증명하였다.
또한, S. maltophilia의 비교유전체 (comparative genomics) 분석을 통해 콜리스틴 분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S. maltophilia 세균이 이미 여러 나라 병원의 환자 호흡기에 
출현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 다제내성균 : 여러 개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세균. 치료가 어려우며 수퍼박테리아로 알려짐.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콜리스틴 항생제의 효소에 의한 불활성화 기전을 규명하였다. 연구팀이 처음
으로 발견한 콜리스틴 분해 유전자를 향후 새로운 항생제 내성 유전자로 감염을 감시해야 
하며, 다중미생물 감염치료 시 미생물 군집 수준에서 이러한 집단내성을 고려한 항생제 처방이 
중요하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로 향후 다중미생물 감염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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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부스터 백신 접종, 다양한 코로나 변이주에 면역 효과 입증
기억 T세포의 강한 항바이러스 반응도 확인

논문명 Enhanced antibody responses in fully vaccinated individuals against 
pan-SARS-CoV-2 variants following Omicron breakthrough infection

학술지 Cell reports medicine (IF: 16.988, 2021 기준)

연구자 최영기,신의철,송준영,정혜원 연구기관 IBS 한국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10-18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0. 19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신변종 바이러스 연구센터 최영기 센터장과 바이러스 
면역 연구센터 신의철 센터장 공동 연구팀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자와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자의 혈액을 비교분석하여 이들의 중화항체 생성 및 면역 효과, 기억 T세포1 
반응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셀 리포트 메디신(Cell Reports Medicine, IF 
16.988) 10월호에 게재됐다.

연구내용

연구 결과, 다양한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주들은 각기 다른 면역원성을 유도함을 밝혔다. 즉,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초기 유행 바이러스주(우한주 및 유사변인체인 L, V주)에 감염되어 
생성된 중화항체는 오미크론주의 감염을 막지 못하며, 반대로 오미크론주에 감염된 사람에게 
형성된 중화항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어떠한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주의 감염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을 3회 접종한 사람의 중화항체는 5개월 이상 다양한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주에 대한 
중화능력을 유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booster 백신 접종 후 오미크론에 돌파감염된 
환자군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SARS-CoV-2 변이주들에 대해 보호효과가 있는 
광범위한 중화항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돌파감염자를 대상으로 하여 돌파감염을 통해 획득된 기억 T세포의 활성 
양상도 평가하였다. 대상자들의 말초혈액에서 면역세포를 분리하여, 코로나19 초기형(우한주)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주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반응하여 항바이러스 사이토카인을 생산하는 
기억 T세포의 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돌파감염 대상자들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주뿐만 아니라, 초기형 
(우한주) 대해서도 기억 T세포의 항바이러스 면역반응이 잘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대효과

연구진은 백신 3회 접종 후 오미크론 돌파감염은 초기 우한주 바이러스와 새로운 변이주에 
대한 기억 T세포 항바이러스 반응을 강하게 끌어올린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억 T세포의 반
응으로 오미크론 돌파감염 회복 후 다른 변이주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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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로봇, 바이오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하이드로젤 전극/작동장치 개발
차세대 초소형·초경량 로봇, 의료용 장치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제시

논문명 High-performance electrified hydrogel actuators based on wrinkled 
nanomembrane electrodes for untethered insect-scale soft aquabots

학술지 Science Robotics (IF: 27.541, 2021 기준)

연구자 조진한, 고제성, 고종국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10-27

지원사업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및 신진연구)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0.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진한 교수 연구팀과 고제성 교수 연구팀이 고전도·고신축성 하이드로젤 
전극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고성능·저전력 연성 구동기와 초소형 수상로봇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및 신진연구)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에 10월 27일(현지시간 
10.26.(수) 14시, 미국 동부)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핵심기술로 친수/소수성 계면의 나노입자 상온 소결 현상을 이용한 
고전도/고신축성 하이드로젤 전극 제작 기술을 제안한다. 해당 현상을 바탕으로 금나노입자의 
단일 용액 공정으로 하이드로젤 표면에 다공성 전극층을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게 되고, 
이후 하이드로젤의 수축현상을 이용하여 전극충의 주름구조를 유도하여, 고전도/고신축성의 
주름진 다공성 전극을 하이드로젤 표면에 안정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제작된 
하이드로젤 기반 전극은 기존의 제조 방법으로 이룰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전기 전도도와 
기계적 신축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연구팀은 하이드로젤 표면에 전극층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하이드로젤의 수축현상을 이용해 
주름진 전극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높은 전기 전도도와 신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연성 구동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기존 연성 구동기는 1,000볼트[V] 이상의 높은 전압이 필요한 것에 비해, 개발한 연성 
구동기는 3볼트[V] 이하의 낮은 전압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며, 성능 측면에서도 100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와 10배 이상의 출력 밀도를 가진다. 개발한 연성 구동기는 작은 배터리만으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초소형·초경량 로봇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이를 실제 
로봇에 적용하여 물속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초소형 수상로봇 제작에도 성공했다.

기대효과

개발한 연성 구동기는 작은 배터리만으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초소형·초경량 
로봇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저전압·저전력으로 작동하는 연성 구동기는 향후 다양한 소형 
환경탐사로봇, 의료용 장치 등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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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바이오연료 후보 미생물 찾았다
기존 미생물보다 빨리 증식하고 바이오연료 2배 생산 가능

논문명 Mixotrophic Cultivation of a Native Cyanobacterium, Pseudanabaena mucicola 
GO0704, to Produce Phycobiliprotein and Biodiesel

학술지 Journal of Microbilogy and Biotechnology (IF: 3.277, 2021년 기준)

연구자 최윤이, 강제신, 김지영 연구기관 환경부

지원기관 환경부 발표일 2022-09-06

지원사업 국립생물자원관 지원사업

개요 ※ 환경부 보도자료 2022. 11. 03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기존 미생물(미세조류)보다 빠르게 증식하며 바이오연료*를 
2배 생산할 수 있는 자생 미생물을 최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바이오 연료 : 미생물, 식물, 동물 등의 생물체(바이오매스)를 통해 생산한 연료(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를 뜻함 

연구진은 아세트산을 활용한 바이오연료 생산 연구 결과를 에스씨아이이(SCIE) 학술지인 
한국미생물공학회지 Journal of Microbilogy and Biotechnology(JMB) 10월호에 
게재했으며, 부틸산을 활용한 바이오연료 생산향상 결과는 바이오연료 관련 저명 학술지인 
바이오리소스 테크놀로지(Bioresource Technology)에 게재할 예정이다.

연구내용

연구진은 2020년 경남 달성군 낙동강 수변에서 난배양성 자생 미생물 ‘슈드아나배나 
뮤시콜라 지오0704(이하 지오0704)’를 채집한 뒤에 2021년 2월부터 최근까지 관련 
연구(환경 마이크로바이옴)에 들어갔다.
연구진은 ‘지오0704’의 배양에 성공했으며, 빠른 생육 특성을 보이는 이 미생물이 
바이오연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자생 미생물인 지오0704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빠르게 증식하는 것으로 기존에 연구된 미생물(미세조류)이 일반적인 광배양 
조건에서 수확까지 3주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이 미생물은 1주 이내에 수확할 수 있다.
연구진은 지오0704의 바이오연료 생산량을 늘리는 최적의 배양조건을 찾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혼합영양 배양 과정에서 휘발성지방산 중 아세트산나트륨을 첨가했을 때 최적의 
배양 기간을 4일까지 단축시켰고, 부틸산을 첨가했을 경우 1일당 바이오연료 생산량이 
2배 이상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일반적인 미생물(미세조류)의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바이오연료 생산성을 보인 것이다.

기대효과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어 차세대 바이오연료 소재로 
유망한 생물으로, 특히, 아세트산이나 부틸산은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물이 분해될 때 
얻을 수 있는 물질로 포도당과 같은 값비싼 재료를 배양과정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바이
오연료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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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박테리아의 새로운 생존 전략 규명
CRISPR-Cas 시스템 이용한 보다 정교한 유전자 조작에 응용 기대

논문명 Molecular basis of anti-CRISPR operon repression by Aca10

학술지 Nucleic Acids Research (IF: 19.160, 2021년 기준)

연구자 박현호, 이소연 연구기관 중앙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08-26

지원사업 중견연구사업, 기초연구실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1. 07

한국연구재단은 박현호 교수(중앙대학교) 연구팀이 박테리아가 자신의 면역체계인 크리스퍼 
–카스(CRISPR-Cas)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의 항-크리스퍼(Anti-CRISPR) 유전자를 조절하고 면역시스템을 
회복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 및 기초연구실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애시즈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에 8월 26일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크리스퍼-카스는 박테리아가 자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의 유전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유사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가 침투할 경우 바로 제거하는 방어 시스템으로, 
바이러스는 크리스퍼-카스를 억제하는 다양한 항-크리스퍼 단백질을 가지고 박테리아의 
면역체계를 무력화 시키며 진화하였다. 또한 박테리아 역시 바이러스의 항-크리스퍼 단백질을 
무력화하는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지금까지 관련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항-크리스퍼 유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박테리아의 Aca (anti-CRISPR 
associate) 단백질에 주목하여 항-크리스퍼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Aca 
단백질은 항-크리스퍼 단백질의 발현을 저해하는 전사인자로 작용함을 밝혔다. 또한 Aca 
단백질은 항-크리스퍼 유전자의 특정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항-크리스퍼의 
발현을 막아, 크리스퍼-카스를 정상 작동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프로모터 : 모든 생명체에서 유전자의 전사(합성)를 조절하는 DNA의 특정 부위

나아가, Aca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하고, 어떻게 이 단백질이 특정 프로모터에 결합하여 
바이러스의 무기가 되는 단백질 유전자 발현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였다. 

기대효과

 CRISPR-Cas 시스템은 유전자 조작을 통한 미래의 인간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만큼 중요히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 이 시스템이 보다 적절히 사용되기 
위해서 그 조절 물질, 단백질이 필요한 상태이다. 실제 이번에 연구가 되는 Anti-CRISPR, 
Aca 단백질들이 향후 CRISPR-Cas 조절 단백질로 응용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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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식중독균 리스테리아의 편모 생성조절 기전 찾았다 
리스테리아균 감염질환 치료제 개발의 단초 마련

논문명 Structural basis of flagellar motility regulation by the MogR repressor and the 
GmaR antirepressor in Listeria monocytogenes

학술지 Nucleic Acids Research (IF: 19.160, 2021년 기준)

연구자 윤성일, 조소연, 나혜원 연구기관 강원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10-26

지원사업 중견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1. 08

한국연구재단은 윤성일 교수(강원대학교) 연구팀이 리스테리아균의 편모 생성이 온도에 따른 GmaR 
단백질의 독특한 구조적 변화에 의해 제어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생화학·분자생물학분야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애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에 
10월 26일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연구팀은 엑스선 결정학을 이용해 GmaR 단백질의 단독 구조 및 MogR 단백질에 결합했을 
때의 구조를 원자수준에서 규명하고, 3차원 구조 분석과 생물리화학 및 세포실험을 통해 
GmaR-MogR 시스템의 작동방식을 제시하였다.
GmaR-MogR 시스템에 대한 3차원 구조 분석과 다양한 생물리화학 및 세포실험을 시도하여 
GmaR이 어떻게 MogR의 편모 발현 억제 기능을 저해하는지를 규명하였다. 또한 GmaR 
단백질의 열 민감성을 밝힘으로써 온도에 따른 편모 발현 조절의 분자적 기전을 제시하였다. 
GmaR은 30도 이하에서 높은 단백질 안정성을 나타내는 단량체로 존재하며 환형의 다중 
도메인 구조를 형성한다. GmaR은 공간적으로 분리된 C-말단 항억제 도메인의 두 부분을 
이용하여 MogR과 강하게 결합한다. GmaR은 이러한 결합에 기초한 경쟁 및 공간 제한 기전을 
이용하여 편모 단백질 전사억제자로서의 MogR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편모 발현을 
유도한다.
30도 이하와는 달리 37도에서 GmaR 단백질은 환형 구조를 잃고 선천성 면역 반응을 일으켜 
다양한 항체반응이 유도가 되어 자가 응집하여 MogR에 결합하지 못 하고 MogR이 편모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도록 유도한다. 즉 GmaR 기능 소실로 인해 리스테리아균은 편모를 
생성하지 않고 인간액틴 단백질을 중합하여 운동성을 획득한다.

기대효과

리스테리아균 GmaR에 의한 편모 단백질 발현 조절의 온도 의존성 기전을 제시하여 리스테리
아균에 특이적이고 선택적인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이 편모형성 억제 물질
은 리스테리아균에 의한 음식물 오염률과 식중독 발병률을 추게 되고, 숙주세포 내에서 리스테
리아균 편모 형성을 유발하는 약물은 리스테리아균 편모에 대한 체내 면역반응을 활성화시켜 
자발적인 면역시스템에 의한 감염 치료에 활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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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벌개미취, 더덕 등 자생식물서 천연 항바이러스 물질 발견
감염 억제 효과 2배 높인 인공화합물 합성도 성공.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기대

논문명 Synthesis and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study of saponin-based membrane 
fusion inhibitors against SARS-CoV-2

학술지 Bioorganic Chemistry (IF: 5.307, 2021년 기준)

연구자 이창준, 한순규, 장대식, 김승택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10-01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기초과학연구원 2022. 11. 09

기초과학연구원(IBS) 생명과학 연구클러스터 이창준 소장 연구팀은 벌개미취에 함유된 
‘아스터사포닌 I(Astersaponin I)’과 더덕에 함유된 ‘란세마사이드 A(Lancemaside 
A)’사포닌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입 경로인 세포막 융합을 막아 감염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규명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항바이러스 연구(Antiviral 
Research)’ 10월 온라인판 및 ‘항균제 및 화학요법(Antimicrobial Agents and Chemotherapy)’ 
11월 온라인판에 각각 게재됐다. 또한 국제학술지 ‘생유기화학(Bioorganic Chemistry)’ 
10월호에도 게재됐다

연구내용
연구진은 벌개미취, 더덕, 도라지에 포함된 아스터사포닌 I과 란세마사이드 A 사포닌이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와 인체세포간 막 융합을 막아 코로나바이러스 세포 내 감염경로를 
모두 차단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스터사포닌 I과 란세마사이드 A를 처리하여 바이러스 세포 침임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두 사포닌 모두 약물의 생물학적 기능 억제 효능을 나타내는 IC50값*이 
2μM(마이크로몰) 수준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세포 진입 경로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살아있는 감염성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으며, 초기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등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효율로 감염을 억제했다. 막 융합 저해물질은 바이러스와 세포수용체의 결합력에 상관 
없이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 IC50값 : 반수 최대 억제 농도, 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트라이터페노이드 사포닌에 붙어 있는 당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억제 활성에 중요하다는 
결과에 착안, KAIST 화학과 한순규 교수 연구팀과 함께 당의 길이와 종류를 달리하는 
10여종의 서로 다른 사포닌을 합성했다. 그 결과 자연에서 발견한 트라이터페노이드 
사포닌인 플라티코딘 D보다 활성이 2배 높은 신규물질 합성에 성공했다.

기대효과

막융합 저해제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외피막 바이러스의 감염을 범용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어 이번 연구 결과 발표가 
국내 자생 혹은 재배 식물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연구 분야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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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뿌리혹병 저항성 가진 배추 유래 유전자 기능 밝혀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뿌리혹병 저항성 품종 개발에 활용 기대

논문명 Plasmodiophora brassicae Infection Modulates Expansin Genes of Brassica rapa 
ssp. pekinensis

학술지 Agriculture (IF: 3.408, 2021년 기준)

연구자 이수인, 박정인 연구기관 농촌진흥청

지원기관 농촌진흥청 발표일 2022-09-08

지원사업 농촌진흥청 사업

개요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2. 11. 15

농촌진흥청은 배추과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뿌리혹병(clubroot)**에 저항성을 가지는 
배추 유래 유전자의 기능을 밝혔다.
* 배추과 작물 : 배추, 양배추, 유채, 브로콜리 등
** 뿌리혹병(clubroot) : 곰팡이가 침투해 뿌리에 생긴 혹이 서서히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뿌리를 썩게 

하는 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 배추과 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Agriculture(IF=3.4)에 게재했으며, EXLB1 
유전자의 뿌리혹병 저항성 관련 특허 2건을 출원했다.

연구내용
현재 예방 차원에서만 작물보호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약제 살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뿌리혹병 저항성 배추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배추의 세포벽 성장과 관련되어 단단한 세포벽을 풀어주는 기능을 하는 53개의 
‘익스펜신(expansin) 유전자*’가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 등에 관여하므로 병에도 저항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 연구를 진행했다.
* 익스펜신 유전자: 식물 세포벽 관련 유전자로 성장, 발달 및 환경스트레스(가뭄 등) 저항성 등에 관여한다.

특히 식물 뿌리에서 주로 발현되는 ‘EXLB1(expansin-like B1)’ 유전자가 곰팡이병 저항성과 
관계있다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이 유전자가 배추에서 뿌리혹병 곰팡이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과 기능을 밝혔다. 배추 EXLB1 유전자가 정상보다 강하게 발현된 배추와 약하게 
발현된 배추에 뿌리혹병 곰팡이를 처리한 결과, 유전자가 약하게 발현된 배추가 일반 
배추나 강하게 발현된 배추보다 뿌리혹병이 발병했을 때 강한 저항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EXLB1 유전자 기능이 약해지면 뿌리혹병 곰팡이의 균사 발달이 
억제돼 뿌리혹병 저항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대효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배추과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뿌리혹병에 강한 저항성 배추 품
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러한 EXLB1 유전자의 특징이 기초 자료와 육종 소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그로인한 농가소득 증대와 non-GM 뿌리혹병 저항성 배추과 작물 개
발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



<2022 생명공학 주요 연구성과>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49 - 49 -

성과제목 동고동락하던 쌍둥이 분자, 소리로 격리시킨다
IBS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소리로 용액 내 키랄성 물질 분리

논문명 Spatiotemporal segregation of chiral supramolecular polymers

학술지 Chem (IF: 25.832, 2021년 기준)
연구자 김기문, 황일하 연구기관 IBS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11-16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사업

개요 ※ 기초과학연구원 보도자료 2022. 11. 16

기초과학연구원(IBS)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김기문 단장 연구팀은 소리만을 이용하여 한 
용액 안에서 서로 다른 키랄성을 가지는 분자들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BS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이 추진하는 기초과학연구원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는 11월 16일(한국시간) 화학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켐(Chem, IF 25.832)’에 실렸다.

연구내용
키랄성 분자들은 입체 구조적 관점에서만 서로 다를 뿐, 물리‧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용액 안에서 두 물질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연구진은 소리를 이용해 용액 안에서 키랄성 분자들을 분리하자는 새로운 아이 
디어를 냈다. 스피커 위에 페트리 접시를 올려둔 뒤 주파수 100Hz 이하의 소리를 재생 
하면, 미세한 상하 진동으로 인해 접시 안에는 동심원 모양의 물결이 생긴다. 물결에는 움 
직이지 않는 마디 부분과, 주기적으로 상하운동을 하는 마루와 골이 있다. 이중 마디는 일 
종의 ‘가림 막’ 역할을 한다. 마디를 경계로 용액이 서로 섞이지 않고, 구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에 착안, 연구진은 마디를 경계삼아 산화-환원에 따라 서로 다른 키랄성을 
보이는 분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다. 페릴린 다이이미드(PDI) 분자는 L-페닐알라닌 
유도체(LPF) 분자와 결합하면 왼쪽 방향으로 꼬인 고분자를 형성한다. 반면, PDI 분자가 
환원되면, 오른쪽 방향으로 꼬인 고분자를 이룬다. 키랄성이 다른 두 분자는 각각 붉은 
색과 푸른색을 띈다. 연구진은 환원된 PDI/LPF 용액이 담긴 접시에 소리를 재생했다. 
공기와 접촉이 활발한 마루 부분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며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페트리 접시에는 산화된 붉은색과 기존의 푸른색이 번갈아 나타나는 동심원 
모양의 색깔 패턴이 나타났다. 서로 다른 키랄성을 가지는 물질이 한 용액 안에서 각각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기대효과

소리는 에너지가 작아 화학반응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여겨졌지만, 우리 연구진은 지금
까지 소리로 산화-환원 반응, 효소 반응 등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연구
의 결과가 의약품 제조 등 키랄성 물질의 분리‧조절이 필요한 여러 화학 반응에서 획기적 
도구로의 사용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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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유전체정보 기반 당뇨 고위험군 예측 가능해져
저위험군 대비 10배 이상 높은 당뇨병 고위험군 예측 가능

논문명 The contribution of common and rare genetic variants to variation in metabolic 
traits in 288,137 East Asians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 (IF: 17.694, 2021년 기준)

연구자 김봉조, 최윤신 연구기관 국립보건연구원

지원기관 질병관리청 발표일 2022-11-04

지원사업 국립보건연구원 지원사업

개요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2. 11. 21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유전체 연구기술개발에서 한국인 포함 동아시안 
29만 명 대상 유전체 연구 실시했다. 그 곳에서  당뇨, 고지혈증 등에 영향을 주는 200개 이상의 
신규 유전요인을 발굴하여, 이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Nature Communications(IF 17.7) 
2022년 11월 온라인판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내용

대사질환 관련 동아시아인 최대 규모의 연구로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약 29만 명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유전체 연구의 약 80%이상은 유럽인 중심으로 수행되어, 그 분석 결과를 동아시아인 
에 적용하는 경우, 당뇨 등 질병 예측의 정확도가 50% 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미래의료연구부는 2015년도 자체 개발한 한국인유전체칩*과 ’01 년부터 수집 
한 대규모의 코호트 기반 인체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인 유전체정보를 생산 및 분석 하였고, 
그 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유전요인 영향이 약 1% 미만으로 아주 약한 
유전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유전변이들이 주로 보고되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혈당과 혈중 
지질 농도 등을 약 13~15%로 매우 크게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희귀 유전요인을 새롭게 
발굴하여 최초 보고하였다. 
* 한국인유전체칩 : 한국인 특이적 유전체 정보를 반영하여 제작된 한국인 질병 유전체 연구에 최적화된 칩

이중 혈당을 낮추는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희귀 유전요인은 한국인 집단에서도 약 
1%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제2형 당뇨 발병이 다른 일반인보다 무려 50% 
정도 낮게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로 발굴한 모든 유전요인들을 통합 분석하면 저위험군 대비 10배 이상 높은 
유전적인 고위험군을 당뇨 발병 이전에 미리 선별하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 
징을 가지고 있다.

기대효과

맞춤형 정밀의료를 통해 질병예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대규모 바이오빅데이
터가 구축되면 보다 많은 질병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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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손상된 DNA 복구하는 세포 내 방어시스템 규명
DNA 복구 및 안정화 메커니즘 통해 악성암 치료제 개발 단초 마련

논문명 SIAH2 regulates DNA end resection and replication fork recovery by promoting 
CtIP ubiquitination

학술지 Nucleic Acids Research (IF: 19.160, 2021년 기준)

연구자 유호진, 정서연,
그루사미 하리하라수단, 김민지 연구기관 조선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10-14

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1. 28

한국연구재단은 유호진 교수(조선대학교) 연구팀이 세포 내 씨티아이피(CtIP) 단백질이 
손상된 DNA의 말단을 정확하게 절제하여 DNA 복구를 촉진하고, DNA의 집합체인 게놈을 
안정화 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선도연구센터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액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에 10월 14일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CtIP는 단백질을 유비퀴틴화 시키는 SIAH2에 의하여 변형된 후 DNA 손상 부위와 DNA 
복제가 정지된 부위로 이동하여 DNA 복구를 촉진하고, 정상적으로 복제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 시아투(SIAH2) : 단백질 유비퀴틴을 촉진해 단백질 변형을 유발하는 세포내효소 단백질.
** 유비퀴틴(Ubiquitin) :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하거나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 세포의 

다른 단백질에 결합하는 7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DNA 손상 후 SIAH2는 DNA 복구 단백질인 CtIP와 결합하고 CtIP을 유비퀴틴 시킨다. 
유비퀴틴된 CtIP는 DNA 손상 부위로 이동한 후 손상된 DNA 이중나선을 정교하게 절단 
하여 상동재조합을 촉진한다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세포내에 SIAH2 
가 결핍되거나, CtIP의 유비퀴틴이 발생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상동 재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DNA가 복구되지 못하여 염색체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또한 확 
인하였다.
DNA 복구 활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경로는 DNA 손상을 세포가 어떻게 정상화 시키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기대효과

DNA 복구 활성조절 단백질 및 메커니즘을 통하여 염색체 안정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
들을 이해할 수 있고, CtIP의 유비퀴틴과 SIAH2의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개발을 통하여 악
성암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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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사회적 고립에 의한 사회성 변화 작동 원리 규명
사회적 고립에 의한 사회성 변화 작동 원리 규명

논문명 Synaptic ensembles between raphe and D1R-containing accumbens shell 
neurons underlie postisolation sociability in males

학술지 Science Advances (IF: 14.980, 2021년 기준)

연구자 강봉균, 최자은, 최동일, 이지수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10-12
지원사업 리더연구(국가과학자)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1. 30

한국연구재단은 강봉균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사회적 고립에 의한 사회성 행동 변화가 
도파민 신경회로 및 연결 시냅스의 구조적·기능적 변화에 따라 조절되며,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리더연구(국가과학자)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10월 12일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전기생리학 (electrophysiology), 광유전학 (optogenetics), 화학유전학 (chemogenetics), 
파이버포토메트리 (fiber photometry) 그리고 자체 개발한 dual-eGRASP 기술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배측 봉선핵 도파민 신경세포와 측좌핵의 도파민 수용체 1을 발현하고 
있는 신경세포 간 신경회로와 시냅스가 사회적 고립으로 나타나는 사회성 변화를 유발 
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활성화된 신경세포를 포착할 수 있는 표지기법을 이용하여, 배측 봉선핵과 측좌핵에서 
사회적 고립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세포 집단을 표지하였고, 선택적 조절을 통해 사회성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였다.
* 사회적 고립 (Social isolation): 사회적 고립은 다른 개체군과 상호작용이 없는 물리적인 단절을 

의미한다. 고립된 기간에 따라 단기적 또는 장기적 고립으로 나뉘며,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행동 변화의 생물학적, 신경학적 원리를 밝혀내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동물의 사회성을 변화시키는 뇌의 신경회로를 단순히 밝혀낸 것이 
아니라, 이 신경회로의 변화를 최근 개발된 기술들을 적용하여 구조적/기능적 측면에서 
모두 증명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뇌의 변화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 
나기에 성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상으로 표출됨을 밝혀내었다. 

기대효과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을 때 성별에 따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뇌의 신경세포 활
성과 신경회로 변화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밝혀내어, 성별에 따른 신경세포 수준의 근본적
인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서, 사회적 고립에 의한 사회성 변화 메커니즘 연구를 바탕으
로, 자폐나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사회성 관련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방향에 단서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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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타인을 공감하는 뇌 신경회로 원리 규명
우뇌의 뇌파 동기화가 공포 공감 기능을 유도

논문명 Hemispherically lateralized rhythmic oscillations in the cingulate-amygdala 
circuit drive affective empathy in mice

학술지 Neuron (IF: 18.688, 2021년 기준)

연구자 신희섭, 김성욱, 김민수, 백진희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12-02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2. 05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신희섭 명예 연구위원 연구팀은 생쥐 실험을 
통해 우뇌의 뇌파 동기화가 공감 기능을 유도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 과 
학연구원 사업단이 추진하는 이번 연구성과는 셀 자매 학술지 ‘뉴런(Neuron)’에 12월 2 
일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내용

생쥐의 관찰 공포 행동 모델을 기반으로 광유전학적 기법 및 뇌파 측정 실험을 더해 공감 
기능에 관여하는 우뇌 신경회로를 발견했다. 그리고 5~7 hz 진동수의 뇌파에 의해 우뇌의 
세부 영역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공감 기능이 유도됨을 규명했다. 이 우측 대뇌 피질 
-편도체※에서 발생되는 5~7 hz 뇌파를 특이적으로 억제하자 우뇌의 뇌파 동기화와 관찰 
공포 행동이 모두 억제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우측 대뇌피질 부위의 5~7 hz 
진동수의 뇌파가 공감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됐다.
※ 대뇌피질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대상피질 부위는 통증, 사회적 인지 능력 등에 중요한 뇌의 영역으로 

최근 관찰 공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다수의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편도체는 측두엽 내측에 있는 
신경핵의 집합체로, 감각기관을 통해 수용한 자극을 대뇌피질로 전달하여 감정·정서적 경험을 구성하게 
한다.

더 나아가 대뇌피질-편도체 뇌파의 근원이 해마 세타파임도 확인됐다. 뇌의 해마 영역에서 
관찰되는 세타파는 인지, 정서, 선천적 공포 불안장애 등 다양한 뇌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연구진이 광유전학 기법으로 해마 세타파 억제 시 우뇌의 대뇌피질-편도체 부위의 뇌파 
동기화가 감소하고 관찰 공포 행동이 억제됐다. 반대로 세타파 강화 시 뇌파 동기화 및 
관찰 공포 행동이 증가했다. 대뇌피질-편도체 뇌파 동기화 조절에 의해 관찰 공포 행동 
기능이 양방향으로 조절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기대효과

생쥐 광유전학/뇌파 분석을 바탕으로 공포 공감 행동 차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뇌 신경
회로를 발견했다. 특히, 공감 기능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파 동기화 기전을 규명
함으로써, 고등 인지 행동인 공감의 정서 및 인지 정보가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자
세히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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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광합성 관여 유전자 ‘PITP7’ 기능 밝혀
광합성 관련 지질 수송 기능 확인… 식물 생장 관련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논문명 Chloroplast-localized PITP7 is essential for plant growth and photosynthetic 
function in Arabidopsis

학술지 Physiologia Plantarum (IF: 5.081, 2021년 기준)

연구자 김현욱, 김은하, 이경렬, 류하미 연구기관 국립농업과학원

지원기관 농촌진흥청 발표일 2022-08-02

지원사업 국립농업과학원 사업

개요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2. 12. 23

농촌진흥청은 세종대학교와 함께 광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질수송단백질 가운데 
하나인 유전자 ‘PITP7’의 기능을 밝혔다. 농촌진흥청와 국립농업과학원이 추진하는 국립농 
업과학원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PITP7’이 광합성에 중요하고 식물 생장 
에도 필수적인 유전자임을 밝힌 것으로, 연구 결과는 식물 분야 국제학술지 Physiologia 
Plantarum (IF 4.5)에 논문으로 실렸다.

연구내용

연구진은 우선 유전체 정보와 유전자 기능이 많이 밝혀진 모형(모델) 식물인 애기장대의 
돌연변이체 가운데 강한 빛에서 자라지 못하고 어릴 때 죽는 개체를 찾아 그 원인을 분 
석했다. 그 결과, 인지질수송단백질 가운데 하나인 ‘PITP7’ 유전자의 기능이 없어지면 애 
기장대가 강한 빛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지질수송단백질 가운데 하나인 ‘PITP7’ 유전자의 기능이 없어지면 애기장대가 강한 
빛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번 연구로 PITP7 단백질이 다른 인지질보다 
PtdIns(3)P 등의 포스포이노시티드에 특이적으로 결합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PITP7’이 엽록체 내에서 광합성에 꼭 필요한 색소 물질 등을 수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수한 인지질 ‘포스포이노시티드’의 결합과 이동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PITP7’가 상실된 식물은 엽록체 발달이 비정상적이고, 색소 물질(엽록소 등) 
함량도 줄어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장도 느려진다. 이와 함께 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플라스토퀴논 함량도 낮아져 
식물이 밝은 빛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일찍 죽는 것을 확인했다.

기대효과

‘PITP7’ 돌연변이에서 빛과 온도에 의해 생기는 활성산소 제거 효소 등의 발현 변화를 관
찰하고, 앞으로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에 응용 가능성을 찾고, 작물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
라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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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간암 치료제의 조기 내성 규명
항약물항체가 약물 치료 효능에 미치는 효과 예측법 개발

논문명
High levels of anti-drug antibodies against atezolizumab are associated with 
unfavorable clinical outcome and diminished T cell responses in hepatocellular 
carcinoma

학술지 JAMA Oncology (IF: 33.012, 2021년 기준)

연구자 전홍재, 김찬, 양한나 연구기관 차의과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10-20

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 및 중견연구)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2. 09

한국연구재단은 전홍재·김찬 교수(차의과학대학교) 연구팀이 아테졸리주맙 성분의 약물을 
투여한 간암 환자의 면역항암치료 조기 내성에 항약물항체가 관련되어 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 및 중견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종양 분야 국제학술지 ‘자마 온콜로지(JAMA Oncology)’에 
10월 20일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1차 치료제로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 치료받은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가 2개의 
코호트인 발견 코호트(1개 기관의 환자 61명)와 검증 코호트(4개 기관의 환자 113명)를 
통해 총 174명이 전향적으로 등록되었다. 이들 환자들의 치료 전과 치료 후 3주째 혈청 
항약물항체 수준을 경쟁 효소 결합 면역흡착 분석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혈액샘플들은 혈청 및 유세포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가능한 132명의 환자(발견 코호트: 50명의 환자, 검증 코호트: 82명의 
환자)가 분석되었고, 치료 후 3주째 강력한 항약물항체 (≥1000ng/mL) 반응이 17.4%의 
환자에서 확인되었다. 발견 및 검증 코호트 모두에서 항약물항체가 높게 형성된 환자들의 
치료 성적(치료 반응률, 무진행 생존, 전체 생존)이 항약물항체가 낮게 형성된 환자들에 
비해 저조함을 확인하되었다. 
다변수 Cox 회귀분석(multivariable Cox regression)에서 높은 항약물항체의 임상적 
의미는 다양한 교란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항약물항체가 높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하여 아테졸리주맙의 혈중 농도가 낮게 형성되었으며, T세포의 
증식 및 활성도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대효과

간암 표준 항암치료로 자리 잡은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의 최초의 바이오마커를 규명한 
것으로, 이 아테졸리주맙은 현재 간암 뿐 아니라 여러 암종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면
역항암제로 다양한 암종으로 확대하여 이번 연구의 발견이 재현될 수 있는 확인하게 된다
면 향후 추가적인 검증을 거쳐 실제 간암 환자들의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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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암 전이 억제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성물 개발
세포치료제 개발 등 실용화 토대 마련 기대

논문명 Reprogramming of cancer-associated fibroblasts by apoptotic cancer cells 
inhibits lung metastasis via Notch1-WISP-1 signaling

학술지 Cellular & Molecular Immunology (IF: 22.100, 2021년 기준)

연구자 이지희, 김희자, 양경원, 김기윤 연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10-14

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사업, 중견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2. 21

한국연구재단은 이화여자대학교 이지희 교수 연구팀이 사멸된 암세포가 암 관련 섬유아세포 
(Cancer-Associated Fibroblasts, 이하 CAF)를 타겟하여 Notch1 시그널-의존적 WISP-1 
생성을 유도하고, 측분비교신(paracrine communication) 작용을 통해 암 전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선도연구센터(MRC) 및 중견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세포 & 분자 면역학(Cellular & Molecular Immunology)’에 10월 14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암 관련 섬유아세포(CAF)에 사멸된 암 세포*를 노출시키면 Notch1 신호전달-의존성 WI 
SP-1** 생성을 유도하여, 암 세포 및 CAF 자체의 이동 및 침윤을 억제한다는 것을 새롭 
게 규명하였다.
* 사멸된 암세포 : 사멸 세포가 그대로 방치되게 되면 세포내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항원으로 작용, 각종 

염증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더 나아가 자가 항체를 형성하게 되어 자가면역 질병을 일으키게 됨.
** Notch1 시그널-의존적 WISP-1 생성 : Notch1 신호전달 체계 활성화로 유도되는 단백질 

WISP-1(Wnt‐induced signaling protein 1) 생성을 의미함

동종이식 면역적격 마우스에 사멸된 세포를 일회 투여시 분리된 CAF에서 CAF 활성화 
마커들의 발현을 억제하고, 반면 WISP-1 생성을 증가시킴을 밝혔다. 더 나아가 사멸된 
암세포가 노출된 CAF 배양액을 종양 조직내 투여시 암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였다. 반면 
WISP-1이 면역결핍된 사멸 암세포에 노출된 CAF 배양액 투여시 이러한 항종양성 및 
항전이성 효과가 반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기대효과

사멸된 암세포가 CAF를 타겟하여 Notch1 시그널-의존적 WISP-1 생성을 유도하고 파라
크린 또는 오토크린 작용으로 암세포 이동 및 침윤 그리고 CAF 활성화를 함께 억제하여 
암 전이 억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규명하였고, 이는 새로운 개념의 세포치료제 
개발과, 세포치료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CAF 및 사멸된 암 세포를 공동 배양한 배양액을 
함유하는 조성물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등 임상 적용 또는 실용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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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한 장의 사진으로 뇌혈관 혈류 속도 측정한다
저비용, 정량적 측정 가능해져 뇌혈관 질환 응용 기대

논문명 Single-shot temporal speckle correlation imaging using rolling shutter image 
sensors

학술지 Optica (IF: 10.644, 2021년 기준)

연구자 이승아, 이창윤, 정재우, 정의헌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10-31

지원사업 신진연구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2. 22

한국연구재단은 이승아 교수 연구팀이 모바일용 롤링 셔터 카메라를 활용해 레이저 
스페클* 패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혈류 속도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광영상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레이저 스페클(laser speckle) : 레이저 빛을 생체 조직과 같은 산란이 일어나는 물체에 조사할 때 레이저 

빛과 입자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반점 모양의 간섭무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신진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 
구의 성과는 광학 분야 국제학술지 ‘옵티카(Optica)’에 10월 31일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연구팀은 롤링 셔터 센서의 짧은 행간 촬영 시간 간격 (약 10 마이크로초)을 활용하면 초 
고속 카메라의 빠른 프레임레이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한 장의 사 
진에서 스페클 패턴의 시간 상관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미징 시스템에 타원형 조리개를 사용하여 수직방향으로 긴 레이저 스페클 패턴을 생 
성하였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스페클 패턴을 롤링 셔터 카메라로 촬영 할 경우 혈류 
속도가 빠를수록 측정된 길이가 짧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스페클의 길이로부터 
계산된 시간 상관 값들을 수학적 모델에 피팅하여 각 스페클 패턴의 역상관 시간을 추 
정하였고 이를 혈류 속도에 대한 정량적 지표로 사용하였다.
D쥐 대뇌에 레이저 빛을 조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스페클 패턴들을 개발한 광영상 기술로 
촬영 후 분석하여 각 부위별로 혈류 속도와 정적 산란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여 
2차원 맵으로 구성하는데에 성공하였다. 한 장의 이미지에서 혈류 분석이 가능하고, 정적 
산란 및 다중 산란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 구성을 통해, 일반 카메라를 사용하여 
기존 방식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데이터로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졌다.

기대효과

기존의 초고속 카메라를 사용한 이미징 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비용을 1/100 이상 줄였
으며, 간단한 광학 설계를 바탕으로 혈류 속도를 측정할 수 있기에 뇌혈관 질환을 사전에 
감지하는 진단 기기로 상용화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존에 광 산란으로 
화학분야에서 구현하였던 여러 실험과 기술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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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바다 식물 플랑크톤은 기후변화 피해 막는 ‘방어막’
신진대사 탄력적으로 바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피해 완충

논문명 Nutrient uptake plasticity in phytoplankton sustains future ocean net primary 
production

학술지 Science Advances (IF: 14.136, 2021년 기준)

연구자 권은영, 스리우쉬 모하난, 
악셀 팀머만, 이순선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12-22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사업

개요 ※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22. 12. 22

기초과학연구원(IBS) 악셀 팀머만 기후물리 연구단장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다 식물 플랑크톤의 유기탄소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식물 플랑크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 생태계의 교란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추진하는 기초과학연구원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12월 22일(한국시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되었다.

연구내용

이전 연구들은 표층부의 영양염 고갈이 식물 플랑크톤 생산성을 감소시켜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기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IBS와 미국 하와이대 공동 
연구팀은 북태평양 해양과학기지 관측 자료와 슈퍼컴퓨터 ‘알레프(Aleph)’ 기반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식물 플랑크톤의 영양 흡수 조절 능력이 향후 전 지구 해양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그 결과를 종합한 결과, 이전 연구의 결론과 달리 표층부 
수온 상승에도 불구하고 식물 플랑크톤 생산성은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알레프(Aleph)’ 기반 기후 모델 : 이 모형은 대기‧해양‧해빙‧육지로 구성된 지구 시스템에서 기후 물리적 

혹은 생화학 현상을 수치화한다.

하와이 해양 시계열 관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30년간 수집된 식물 플랑크톤 자료에 
따르면, 표층 영양염이 매우 고갈된 시기에도 식물 플랑크톤 생산성은 일정하게 유지됐다. 
열악한 조건에서 식물 플랑크톤은 인(P) 대신 황(S)을 광합성에 사용하며, 영양염 부족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행 연구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식물 플랑크톤의 ‘영양 
흡수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기대효과

바다 순생산량의 강화로 인해, 미래 바다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
소를 대기로부터 흡수하여 표층 아래 격리할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미래 해양 생물권
에 대한 예측 능력을 향상하여, 기후-생물권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래 바다의 
탄소 흡수력 및 수산업 전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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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살충제 다이아지논 분해 미생물’ 최적 배양 조건 찾았다
PH55-1 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 상용 배지보다 최대 54배 배양 효율 높아

논문명 Optimization of culture condition for diazinon-degrading bacterium
Paenibacillus tritici strain PH55-1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학술지 Journal of Microbiology (IF: 2.902, 2021년 기준)

연구자 김다연, 연제형, 정준휘 연구기관 농촌진흥청

지원기관 농촌진흥청 발표일 2022-09-27

지원사업 농촌진흥청 사업

개요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2. 11. 03

농촌진흥청은 작물의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고는 있지만 토양 잔류가 우려되는 살충제 
‘다이아지논’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최적 배양 조건을 찾았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지원과 
주체로한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와 올해 한국미생물학회지에 게재됐으며, PH55-1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이 완료됐다.

연구내용
다이아지논은 유기인계 살충제* 중 하나로 광범위한 농업 해충에 효과가 있어 국내에서는 
배추, 겨자채, 고추 등 다양한 작물에 쓰고 있다.
* 유기인계 살충제: 유기인 화합물(인과 탄소가 결합한 화합물)을 주체로 한 농약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 중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함.

농촌진흥청은 2020년 국내 시설재배지 60여 곳에서 수집한 토양 중 살충제 다이아지논 
분해 능력이 가장 우수한 미생물 ‘페니바실러스 트리티시(Paenibacillus tritici) PH55-1 
(KACC 92326P) 균주’를 발굴했다. 이 미생물은 액체배지에서 배양 5일 이내 최대 99%의 
다이아지논을 분해했다. 또한, 유전체 분석 결과, 유기인계 농약 분해와 관련된 효소를 합 
성하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PH55-1 균주의 생산량을 늘려 산업적 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해 최적의 배지 조성 
과 조건을 확립했다.
** 반응표면분석법: 미생물 배양을 위한 배지 조성, 온도, 혼합 속도 등 다양한 요인의 다각적인 상호작용에 

기반한 통계학적 분석으로 최적값을 도출하는 실험설계법

PH55-1 균주의 생장량과 다이아지논 분해력 증진에 영향을 주는 탄소원 ‘D-만니톨’과 
질소원 ‘탈지 대두 분말’, 생장량 증진에 영향을 끼치는 미량원소 ‘몰리브덴’과 ‘온도’를 
선발해 실험한 결과, ‘D-만니톨’은 3.7%, ‘탈지 대두 분말’은 5.5%, ‘몰리브덴’은 2.2mM, 
온도는 33.8도일 때 PH55-1 균주의 생장량은 상용 배지보다 54배 늘었다.

기대효과

발견한 미생물인 PH55-1을 이용해 높은 효율과 낮은 피용, 친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활용
하여 토양 잔류농약을 분해함으로써 농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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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목 약물 상호작용 예측하는 美FDA 수식, “틀렸다”
“약물 대사하는 효소 농도가 증가하면 기존 美FDA의 수식은 부정확”

논문명 Beyond the Michaelis-Menten: Accurate Prediction of Drug Interactions through 
Cytochrome P450 3A4 Induction

학술지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IF: 7.051, 2021년 기준)

연구자 김재경, 채정우, 김상겸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2-12-15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사업

개요 ※ 기초과학연구원 보도자료 2023. 01. 04

기초과학연구원(IBS) 수리 및 계산 과학 연구단 의생명 수학 그룹 김재경 CI 연구팀은 
채정우‧김상겸 충남대약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용을 권장하는 
약물 상호작용 예측 수식이 부정확했던 원인을 규명하고, 정확도를 2배 이상 높인 새로운 
수식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2022년 12월 15일(한국시간) 임상약리학 분야 권위지인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온라인 판에 실렸다.

연구내용

두 가지 이상의 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하나의 약이 다른 약의 대사를 변화시켜 체외 
배설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목표로 한 치료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약물 상호작용에 따라 약물의 제거 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의약품 처방 및 신약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에 FDA가 제시하는 수식 은 효소의 
반응속도를 설명하는 ‘미카엘레스-멘텐 미카엘리스-멘텐(Michaelis-Menten, MM) 식’이다. 
이를 활용해 약물의 상호작용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길 권고한다. 이 수식은 약물 대사에 
관여하는 체내 효소의 농도가 낮다는 것을 전재로 한다. 
하지만 실제 간에서 약물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농도는 예측에 사용돼온 값보다 10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기존 FDA 수식이 부정확한 원인을 찾았다. 그래서 연구진은 
수학-약학 협력연구를 통해 약물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수식을 개발했다. 의심 
없이 사용돼 온 기존 식 대신 효소의 농도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약물의 대사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수식을 유도했다. 그 결과, 인위적인 보정 없이도 예측 정확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FDA 수식은 약물 상호작용을 2배의 오차범위 내에서 예측한 
비율이 38%인데 반해, 수정된 식은 80%에 달했다.

기대효과

수학-약학 협력연구를 통해 약물 상호작용을 효소의 농도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약물의 대
사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수식을 유도하여, 기존 수식보다 약물 상호작용 예측 정
확도를 2배 이상 높였다. 따라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신약개발의 성공률과 임상에서의 약
물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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