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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과학전공 이수 요건
구분

주전공

02. 생명과학전공 학사력

2015~2017학번

2018학번 이후

❶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130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전공학점은
30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이 2.0/4.5
이상이어야 한다.

❶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130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전공학점은
36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이 2.0/4.5
이상이어야 한다.

※ 전공학점은 최대 36학점까지만 졸업학점
으로 인정됨.

※ 전공학점은 최대 42학점까지만 졸업학점
으로 인정됨.

❷ 전공필수과목은 세포생물학, 생화학 I,
생화학 II, 생화학·분자생물학 실험, 세포·
발생 생물학 실험이다(2014학번부터)

❷ 전공필수과목은 세포생물학, 생화학 I,
생화학 II, 생화학·분자생물학 실험, 세포·
발생 생물학 실험, 분자생물학, 유기화
학 Ⅰ 이다.

※ 2012학번: 생화학 II, 분자생물학, 세포
생물학 I, 세포생물학 II, 생화학·분자생
물학 실험, 세포·발생 생물학 실험

❸ 연구과목
- 학사논문연구 Ⅰ, Ⅱ: 3학점 과목으로
4학년 1학기 및 2학기(졸업예정학기)
의무 수강(2015~2017학번)
- 학사논문연구: 졸업예정학기 1회(3학
점) 수강 (2012학번)

❸ 연구과목
학사논문연구 Ⅰ, Ⅱ: 3학점 과목으로 4
학년 1학기 및 2학기(졸업예정학기) 의무
수강

2 I

4월

❶❶ 필
 수과목을 포함하여 학번별 전공 취득 최소요건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❷❷ 복
 수전공 선언 후 정규 2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일자
03.13.(금)
03.13.(금) - 26.(목)
03.13.(금)
3월 중
04.15.(수)
04.16.(목)
04.20.(월) - 24.(금)
4월 중
04.14.(월) - 27.(월)
04.29.(수)
04.27.(월) - 05.08.(금)

5월

4월 말 - 5월 초
05.15.(금)
05.21.(목)
05.26.(화) - 27.(수)
05.29.(금)
06.05.(금)
06.10.(수)
06.15.(월) - 19.(금)
06.22.(월) - 26.(금)
06.22.(월) - 30.(화)

6월

❶❶ 부전공 이수요건: 전공필수 교과목 중 3과목(교과목 2+실험과목 1)을 포함한 15학점
이상의 생명과학전공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❷❷ 부전공 선언 후 정규 1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3월

❹ 최종 전공 선언 후 정규 2학기 이상 수학
하여야 한다.

❹ 최종 전공 선언 후 정규 2학기 이상 수학
하여야 한다.

부전공

2020학년도 1학기
월

06.22.(월) - 08.14.(금)
06.22.(월) - 08.21.(금)
06.25.(목) - 26.(금)
06.26.(금)
06.29.(월)
06.29.(월) - 07.03.(금)
6월 중
06.30.(화)

7월

8월

7월 초 - 중순
07.06.(월) - 07.31.(금)
07.10.(금)
8월 초
08.03.(월) - 07.(금)
8월 초
08.07.(금)
08.14.(금)
8월 중순
08.17.(월) - 21.(금)
08.24.(월)
08.24.(월) - 25.(화)

일반학사 일정
1학기 개강
1학기 수강신청 변경
GIST대학 부전공 선언 및 취소 마감
전공지도교수 면담
국회의원 선거
1학기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마감
1학기 중간고사

대학원 관련일정

리트릿/생명과학전공 오리엔테이션

2020 가을학기전형 오픈랩
2020 가을학기 신입생모집 원서접수
1학기 일반휴학 신청마감
학사학위 청구논문(학사논문연구(Ⅱ)) 초고
제출 기간 (5.8.(금) 오후 6시까지)
G-SURF 지원기간
스승의 날
2020 가을학기전형 서류전형 결과발표
2020 가을학기 구술전형 실시
학사학위 청문논문(학사논문연구(Ⅱ))
제출 마감 (오후 6시 까지)
2020 가을학기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GIST대학 전공 선언 및 취소 마감
1학기 기말고사
시험문제 풀이 및 보강
학사논문연구Ⅰ 결과보고서(영문)
제출 기간 (6.30.(화) 오후 6시까지)
GIST대학 재학생 해외대학 여름학기 수강
GIST대학 G-SURF 기간
여름학기 수강신청
1학기 종강
여름학기 개강
여름학기 수강신청 변경
2021 봄학기 1차전형 오픈랩
학사학위논문 결과보고서 제출마감
학사학위논문(제출용) 제출마감
2021 봄학기 1차전형 신입생모집 원서접수
하계인턴
여름학기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마감
2021 봄학기 1차전형 서류전형 결과발표
2학기 전과지원서 제출
2021 봄학기 1차전형 구술전형 실시
여름학기 종강
2020년 하반기 학위수여식
2021 봄학기 1차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가을학기 수강신청, 복학원 제출 및 등록
가을학기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을학기 대학원 신입생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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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과목 개설 계획
2020학년도 2학기
월

9월

일자
09.01.(화)

일반학사 일정
2학기 개강

09.01.(화) - 14.(월)

2학기 수강신청 변경

09.15.(화)

GIST대학 부전공 선언 및 취소 마감

09.17.(목)

지스트 학생 체육대회
생명 과학의 날

09.24.(목)
10.08.(목)

2학기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마감

10월 중
10월

2021 봄학기 2차전형 신입생모집 원서접수

BS2101

유기화학 Ⅰ

BS2102
BS3101

1학기

리자오지에

○

분자생물학

박대호 외

○

생화학 II

조경래/허윤현 외

BS3105

세포생물학

남정석 외

BS3111

생화학·분자생물학 실험

김재일

BS3112

세포·발생생물학 실험

진석원

BS3113

생화학 I

유영준 외

생명과학의 정량적 이해

엄수현

미생물학

박대호

BS3202

유전학

김영준/진석원

BS3204

생물물리 화학 입문

이광록

11.02(월) - 11.13(금)

학사학위 청구논문(학사논문연구(II)) 초고
제출 기간 (11.13(금) 오후 6시까지)

BS3201

11.17.(화)

2021 봄학기 2차전형 서류전형 결과발표
광주과학기술원 설립기념일

2020학년도 개설교과목 계획
강의교원

2학기 중간고사

11월 중순

2021 봄학기 2차전형 구술전형 실시

BS3205

환경생태학

김은석

11월 말

2021 봄학기 2차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BS4201

발생생물학

조정희/진석원

학사학위 청구논문(학사논문연구(II))
제출 마감 (오후 6시까지)

BS4202

생리학 I

박철승

12.10.(목)

GIST대학 전공 선언 및 취소 마감

BS4204

신경생물학

송미령/김영준

12.14.(월) - 18.(금)

2학기 기말고사 및 종강

BS4205

면역학

박성규

12.21.(월) - 30.(수)

학사논문연구Ⅰ 결과보고서(영문)
제출 기간 (12.30(수) 오후 6시까지)

전공
선택

BS4206

의약화학

김용철

암생물학 개론

다런윌리엄스

12.23.(수) - 24.(목)

겨울학기 수강신청

BS4207

12.28.(월)

겨울학기 개강

BS4211

합성생물학

조경래

BS4212

암분자생물학

남정석

BS4213

의학 면역화학

송우근

BS4214

기초 구조생물학

진미선

12.30.(수)

학사학위논문 결과보고서 제출마감
학사학위논문(제출용) 제출마감

21년
2월

교과목명

10.26(월) - 10.30(금)

12.28.(월) - '21.1.1.(금) 겨울학기 수강신청 변경

21년
1월

과목번호

BS2201

11.30.(월)

12월

전공
필수
(7)

2학기 일반휴학 신청마감

11월 중순
11월

과목구분

2021 봄학기 2차전형 오픈랩

10월 중순 - 말
10.21.(수)

대학원 관련일정

01.04.(월) - 29.(금)

동계인턴

2학기

기초
○

○
○
○
○
○
○
○
○
○
○
홀수년 2학기
홀수년 2학기
○
○
○
○
○
홀수년 2학기

01.08.(금)

겨울학기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마감

BS4215

대사학

조경래

02.01.(월) - 05.(금)

1학기 전과지원서 제출

BS4216

단백질과 생명과학

유영준

02.05.(금)

겨울학기 종강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복학원
제출 및 등록

BS4217

생리학 II

박우진

02.15.(월) - 19.(금)

BS4218

리보핵산생물학

심해홍

○

02.15(월) - 24(수)

GIST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GS1301

생물학

허윤현/조경래

○

○

02.19.(금)

2020학년도 학위수여식

GS1302

인간 생물학

허윤현/박지환

○

○

GS1303

고급일반생물학

조경래

GS1311

일반생물학 실험

조경래

○

○

GS1321

공학 전공생을 위한 생명과학

전장수

○

GS2303

현대 생명과학의 이해

02.22.(월)

2021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02.22.(월) - 23.(화)

2021학년도 1학기 GIST대학 신입생
수강신청

02.24.(수)

입학식

※ 본 학사력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1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신입생 수강신청

기초

비고

○

짝수년 2학기

○

짝수년 2학기

○
짝수년 1학기

○

※ 상기 개설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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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생명과학전공 코스트리
가. 2020년 생명과학전공 (홀수년 입학생)
1학년
1학기

생물학

GS1301 /

인간생물학
GS1302 /

중택1

나. 2020년 생명과학전공 (짝수년 입학생)

2학년
2학기

일반
생물학실험
GS1311

(학점: 3학점)

(학점: 1학점)

일반화학
및 연습 I

현대생명
과학의 이해

GS1201

GS2303

(학점: 3학점)

(학점: 1학점)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유기화학 I

생화학 I

세포생물학

생화학 II

해부학

대사학

BS2101

BS3113

BS3105

BS3101

BS신설예정

BS4215

2학기

리자오지에

유영준 외

남정석 외

조경래/
허윤현 외

남정석(2021)

조경래
(2020/짝수년)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2학점)

(학점: 3학점)

분자생물학

생화학·분자
생물학 실험

세포·발생
생물학 실험

신경생물학

BS2102

단백질과
생명과학

기초
구조생물학

BS3111

BS3112

BS4216

BS4214

박대호 외

김재일

진석원

송미령/김영준
(홀수년)

유영준

진미선(홀수년)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발생생물학

유전학
BS3202

생물물리
화학 입문

유전체학
개론 및 실습

암생물학
개론

암분자생물학

BS4201

BS3204

BS신설예정

BS4207

조정희/진석원

김영준/진석원

이광록

박지환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BS4204

1학기

생물학

GS1301 /

인간생물학

2학년
2학기

일반
생물학실험

GS1302 /

(학점: 3학점)

(학점: 1학점)

일반화학
및 연습 I

현대생명
과학의 이해

GS1201

GS2303

(학점: 3학점)

(학점: 1학점)

중택1

GS1311

4학년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유기화학 I

생화학 I

세포생물학

BS2101

BS3113

BS3105

생화학 II

해부학

의약화학

BS3101

BS신설예정

BS4206

리자오지에

유영준 외

남정석 외

조경래/
허윤현 외

남정석(2021)

김용철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2학점)

(학점: 3학점)

분자생물학
BS2102

생화학·분자
생물학 실험

세포·발생
생물학 실험

유전체학
개론 및 실습

단백질과
생명과학

기초
구조생물학

BS3111

BS3112

BS신설예정

BS4216

BS4214

박대호 외

김재일

진석원

박지환(2020)

유영준

진미선(홀수년)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면역학

암생물학
개론

신경생물학

BS4205

발생생물학

유전학

BS4201

BS3202

생물물리
화학 입문

다런윌리엄스

남정석

조정희/진석원

김영준/진석원

이광록

박성규

다런윌리엄스

송미령/김영준
(홀수년)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미생물학

면역학

생리학 II

동물모델

암분자생물학

BS4205

생명과학의
정량적 이해

미생물학

BS3201

리보핵산
생물학

BS3201

BS4217

BS신설예정

BS4212

엄수현

박대호

박성규

다런윌리엄스
(2021)

남정석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BS2201

BS4218

의약화학
BS4206

BS2201

BS4204

엄수현

박대호

박우진(짝수년)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2학점)

(학점: 3학점)

생리학 I

동물모델

생리학 II

생리학 I

BS신설예정

BS4217

대사학

의학 면역화학

BS4202

리보핵산
생물학

BS4215

BS4213

BS4202

박철승(홀수년)

다런윌리엄스
(2021)

박우진(짝수년)

심해홍(짝수년)

조경래
(2020/짝수년)

송우근

박철승(홀수년)

(학점: 3학점)

(학점: 2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환경생태학

의학 면역화학

BS3205

BS4213

김은석

송우근

김은석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사
논문연구 I

학사
논문연구 II

BS9102

BS9102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BS4218

환경생태학
BS3205

GS1001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소프트웨어
기초와 코딩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기초와 코딩

컴퓨터
프로그래밍

GS1490

GS1401

GS1490

GS1401

(학점: 2학점)

(학점: 3학점)

(학점: 2학점)

(학점: 3학점)

MOOC

타전공1

논문연구

편성예정

기초선택

기초필수

전공선택

전공필수

MM3015

(학점: 3학점)

Basic

학사
논문연구 I

학사
논문연구 II

미적분학과
응용

BS9102

BS9102

GS1001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GS2001
/ 미분방정식과 응용 GS2002
/ 선행대수학과 응용 GS2004
중택1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Core

✽ 수강신청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며, 정확한 내용은 학기별 수강신청 안내문 등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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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4207

김용철

확률과 통계

격년개설

BS3204

심해홍(짝수년)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GS2001
/ 미분방정식과 응용 GS2002
/ 선행대수학과 응용 GS2004
중택1

미적분학과
응용

3학년

1학기

BS4212

생명과학의
정량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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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학기

Advanced
Core

확률과 통계
MM3015

(학점: 3학점)

MOOC

타전공1

논문연구

편성예정

기초선택

기초필수

전공선택

전공필수

격년개설

Basic

Core

Advanced
Core

✽ 수강신청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며, 정확한 내용은 학기별 수강신청 안내문 등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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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년 생명과학전공 (연구 분야별)

Common
Core

05. 학사논문연구 가이드라인

분자생물학

생화학 I

생화학 II

세포생물학

BS2102

BS3113

BS3101

BS3105

박대호 외

유영준 외

조경래/허윤현 외

남정석 외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Molecular Biology

Basics

생명과학의
정량적
이해

유전학
BS3202

가. 신청방법
❶ 4학년 1학기(2010~2014학번 제외): ‘학사논문연구 I’ 수강신청.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제우스
등록 → ‘학사논문연구신청서 I’ 출력 및 논문지도교수 서명, 제출

Biochemistry

Cell and Organismal Biology

생명과학의
정량적
이해

BS3202

BS2201

연구 I 지도교수) → ‘학사논문연구신청서 II’ 출력 및 논문지도교수 서명, 제출
유전학

BS2201

엄수현

김영준/진석원

엄수현

김영준/진석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BS4201

Core
Electives

기초
구조생물학

BS3204

BS4214

이광록

진미선(홀수년)

(학점: 3학점)

유전체학
개론 및
실습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미생물학

BS4205

BS3201

학사논문연구 Ⅰ
제출기한

12.30(수) 오후 6시 (단, 1학기 수강의 경우 6월 30일(화) 오후 6시)

제출방법

생명과학부 학부 사무실 제출 후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증 수령

작성요령

- 제목, 초록 (300단어 이상), 결과 (1,000단어 이상), 그림 2개 이상, 참고문헌
(15개 이상)
- 그림 설명 (레전드) 및 참고문헌 양식-Cell지 기준

기초
구조생물학

조정희/진석원

박성규

박대호

BS3204

BS4214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조경래
(2020/짝수년)

이광록

진미선(홀수년)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대사학
BS4215

리보핵산
생물학

Advanced
Core
Electives

면역학

생물물리
화학 입문

BS신설예정
박지환(2020)

나. 결과보고서, 학사학위청구논문초고, 학사학위청구논문제출방법 및 평가기준
❶ 2015학번 이후 (학사논문연구 Ⅰ, Ⅱ 필수)

발생
생물학
생물물리
화학 입문

의약화학
BS4206

BS4218

생리학 I

(학점: 3학점)

신경생물학

BS4202

BS4204

박철승(홀수년)

송미령/김영준
(홀수년)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의학
면역화학

암생물학
개론

암분자
생물학

BS4213

BS4207

BS4212

생리학 II

김용철

송우근

다런윌리엄스

남정석

박우진(짝수년)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학점: 3학점)

단백질과
생명과학

동물모델

해부학

BS신설예정

BS신설예정

유영준

다런윌리엄스
(2021)

남정석(2021)

(학점: 3학점)

(학점: 2학점)

(학점: 2학점)

BS4216

환경
생태학

Additional
Electives

평가 및
평가결과 적용

BS4217

심해홍(짝수년)

Advanced
Electives

❷ 4학년 2학기(졸업예정학기): ‘학사논문연구 II’ 수강신청 및 논문지도교수 제우스 등록(학사논문

- 기한내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논문유사도 검색 결과 표절로 판단될 경우
- 학생의 불성실로 인한 과락일 경우 (보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음)

학사논문연구 Ⅱ

평가기준: 학사학위청구논문초고 + 학사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제출방법

BS3205
김은석

타전공1

논문연구

편성예정
격년개설

기초선택

기초필수

전공선택

Basic

Core

전공필수

✽ 수강신청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며, 정확한 내용은 학기별 수강신청 안내문 등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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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Core

- 영어 논문 작성 능력 부족: 학사학위청구논문을 한글로 작성함
- 실험 결과물 미흡: 학사학위청구논문으로 리뷰 (Review) 논문을 작성함

불합격 처분 (U)
기준

(학점: 3학점)

MOOC

평가기준: 결과보고서 (영문)

작성요령
(연구논문)

학사학위청구논문초고: 해당 학기 중간고사 주 이후 2주차 금요일 오후 6시
학사학위청구논문: 11월 30일 (단, 1학기 수강의 경우 5월 29일) 오후 6시
생명과학부 학부 사무실 제출 후 학사학위청구논문초고 및 학사학위청구논문 제출
확인증 수령
학사학위청구논문초고:
- 제목, 초록 (300단어 이상), 방법, 결과 (1,000단어 이상), 디스커션 (1,000 단
어 이상), 그림 2개 이상, 참고문헌 (30개 이상)
- 그림 설명 (레전드) 및 참고문헌 양식-Cell지 기준
학사학위청구논문:
- 상기 ‘학사학위청구논문초고’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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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작성요령
(리뷰논문)

평가 및 결과활용

불합격 (U) 처분 기준

학사학위청구논문초고:
- 제목, 초록 및 내용 (총 6,000단어 이상-참고문헌 제외), 참고문헌 (30개 이상)
- 그림 설명 (레전드) 및 참고문헌 양식-Cell지 기준

가. 프로그램 요약
프로그램

학사학위청구논문:
- 상기 ‘학사학위청구논문초고’와 동일함
학사학위청구논문초고:
지도교수 검토 의견을 활용 학사학위청구논문에 반영함
학사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1인이 평가 후 최종 합격/불합격을 결정함.

소
개

- 기한내 학사학위청구논문초고 혹은 학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논문유사도 검색 결과 표절로 판단될 경우
- 학사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학생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1인이 모두 과락으로
판단할 경우

※ 학사학위논문 결과보고서 및 제출용 논문: 12.30(6.30)까지 학사지원팀 제출

❷ 2012학번 (학사논문연구 단일 과목 수강 필수): 지도교수와 상의 후 가급적 리뷰 논문으로 학
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함
- 학사논문연구 평가기준, 학사학위청구논문초고 및 학사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제출방법, 작성

연
구

대상

일정

공지 및 지원기간

비고

리트릿/오리엔테이션

생명과학 전공생

미정

가을학기 전형 오픈랩

전국 대학생

4월 중

3월 중

학부홈페이지 공지

봄학기 1차전형 오픈랩

전국 대학생

06.26.(금)

05.20.(수)06.17.(수)

학부홈페이지 공지

봄학기 2차전형 오픈랩

전국 대학생

10.16.(금)

09.02.(수)10.05.(월)

학부홈페이지 공지

GIST대학 오픈랩/
생명전공 교류회

GIST 대학생, 생명과학 전공생,
생명과학부 대학원생

10월 중

G-SURF

생명과학 전공생

06.22.(월)08.21.(금)

4월 중

장학금, 기숙사 체류

하계인턴

전국 대학생

07.06.(월)07.31.(금)

05.01.(금)06.03.(수)

생명과학부 홈페이지,
인턴수당, 기숙사체류

동계인턴

전국 대학생

01.04.(월)01.29.(금)

11.04.(수)12.02.(수)

생명과학부 홈페이지,
인턴수당, 기숙사체류

학사논문연구

생명과학 전공생

별도공지

수강과목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요령, 평가 및 결과활용 그리고 불합격 (U) 처분 기준은 학사논문연구 Ⅱ의 규정을 따름
부칙
1) 해당 지도안은 2018년 1학기 학사논문연구부터 적용

❶ 학사과정 재학생 중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대학원 실험실에 배정, 지도교수 지도하에 여름방학
중 총 8주간 연구수행

2) 결과보고서, 학사학위논문초고, 학사학위청구논문을 규정된 제출 마감 시한을 넘겨서 제출한

❷ 학생 1인당 연구 장학금 최소 60만원 지급(지스트대학 지원: 30만원, 지도교수 지원: 30만원)

경우 예외없이 불합격 처리. 예외 적용의 필요시 전공책임교수와 생명과학부 학사위원회가 최종
심의할 수 있음

06. 전공지도교수제도
∙생명과학전공 2~4학년이 대학원 생명과학부 교수와 일대일로 매칭되어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기적으로 대학생활 전반과 진로에 대해 지도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매 학기 1-2
회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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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지도교수와 협의 후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 지속 수행 가능
❹ 의무사항: 연구계획서, 연구결과보고서, Abstract 제출 및 Poster Session 참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실 출·퇴근

다. 하계/동계 인턴 프로그램
❶ 전국 대학생 대상 지원자 중 대학원 실험실에 배정, 지도교수 지도 하에 여름/겨울방학 중 총 4
주간 연구수행
❷ 학생 1인당 연구 장학금 제공과 기숙사 잔류 허용
❸ 대학원 생명과학부 홈페이지를 통해 5월/11월 경 공고, 접수

School of Life Sciences I 11

School of Life Sciences

Life Science Concentration, GIST College

08. 학번별 전공과목 수강 안내

09. 대학원 소개

가. 학번별 졸업요건, 학사+석·박사 통합과정 연계 운영계획은 '학사편람' 참조

연구분야

나. 학번별 전공 필수과목 안내
▶ 2018학번 이후: 생
 화학 I, 생화학 II, 세포생물학, 생화학·분자생물학 실험, 세포·발생생물학 실험,
분자생물학, 유기화학 I
▶ 2015학번~2017학번: 생
 화학 I, 생화학 II, 세포생물학, 생화학·분자생물학 실험, 세포·발생생물학
실험

Cell
&
Molecular
Biology

∙ BS3103 세포생물학 I, BS4101 세포생물학 II 이수자: 두 과목 모두 이수한 경우 ‘BS3105
세포생물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2012학번: 생화학 II,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I, 세포생물학 II, 생화학·분자생물학 실험,
세포·발생생물학 실험
∙BS3103 세포생물학 I, BS4101 세포생물학 II 미 이수자는 다음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❶‘세포생물학 I, 세포생물학’ 이수 ❷‘세포생물학 II, 세포생물학’ 이수 ❸‘세포생물학’ 이수
Biochemistry
&
Biophysics

※ 학번별 전공 선수과목
전공

2012학번

2015~2017학번

2018학번~

생명전공

유기화학 I, 생화학 I

유기화학 I, 분자생물학

해당없음

Neuroscience
&
Developmental
Biology

Immunology

교수

연구실명(Lab.)

송우근

세포다이나믹스 이미징 연구실

wksong@gist.ac.kr

박우진

바이오리모델링 및 유전자치료 연구실

wjpark@gist.ac.kr

전장수

연골퇴행제어 연구실

jschun@gist.ac.kr

심해홍

RNA 유전체학 및 후성유전체학 연구실

Darren
Williams

신약표적 연구실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ihongshen@gist.ac.kr
darren@gist.ac.kr

전영수

세포로지스틱스 및 세포노화 연구실

박대호

세포제거 연구실

daehopark@gist.ac.kr

남정석

암생물학 연구실

namje@gist.ac.kr

조경래

종양대사 연구실

scho@gist.ac.kr

박지환

기능유전체학연구실

엄수현

단백질 구조-기능 연구실

eom@gist.ac.kr

김재일

생체막 분자 기능 조절체 개발 연구실

jikim@gist.ac.kr

유영준

의약생화학 연구실

yjyoo@gist.ac.kr

김용철

신약개발 연구실

yongchul@gist.ac.kr

박지용

기능-의약 단백질체 연구실

zeeyong@gist.ac.kr

이광록

단일 분자생물학 및 세포다이나믹스 연구실

진미선

세포막 단백질 구조 및 기능 연구실

misunjin@gist.ac.kr

박철승

분자신경생물학 연구실

cspark@gist.ac.kr

조정희

생식생의학 및 유전자 발굴 연구실

choch@gist.ac.kr

진석원

발생유전학 연구실

송미령

신경발생 및 기능 연구실

msong@gist.ac.kr

김영준

분자행동신경학 연구실

kimyj@gist.ac.kr

전창덕

면역시냅스·세포치료 연구실

cdjun@gist.ac.kr

박성규

세포 면역학 연구실

Tel. 062-715-2482/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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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mail. life@gist.ac.kr

junys@gist.ac.kr

jihwan.park@gist.ac.kr

glee@gist.ac.kr

sukwonjin@gist.ac.kr

sgpark@gist.ac.kr
Web. https://life.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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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근 교수
E-mail. wksong@gist.ac.kr

Cell & Molecular Biology

세포다이나믹스 이미징 연구실

바이오리모델링 및 유전자치료 연구실

Cell Dynamics & Imaging Laboratory

Bio-Remodeling & Gene Therapy Laboratory

Education
1992 : Ph.D. in Microbiolog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84 : M.S. in Molecular B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2 : B.S. in Molecular B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1993 : Ph.D. in Biology, University of Virginia
1986 : M.S. in Zo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4 : B.S. in Zo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perience
1994~Present :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1993~1994 : Postdoctoral fellow, Seoul National Univ. Center for
Cell Differentiation
1992~1993 : Postdoctoral fellow, University of Illinoise

Experience
1996~present :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1994~1996 : Postdoctoral fellow, Johns Hopkins Medicine
1993~1994 : Postdoctoral fellow, University of Virginia

박우진 교수
E-mail. wjpark@gist.ac.kr

Tel. 062-715-2487

Tel. 062-715-2491

Web. https://life.gist.ac.kr/cell/

Web. https://life.gist.ac.kr/brgt/

연구실 소개
세포는 외부환경을 인지하고 이에 반응하여 그 내부에 활발한 신호 전달과 운동을 일으키는 역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포의 역동적인 신호전달 및 운동성에 관한 연구를 세포다이나믹스라 지칭
한다. 세포다이나믹스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세포의 골격단백질은 세포 내 수송 및 세포형태 변화
와 이동, 신경 돌기의 형성 등 정상적인 세포의 생리활동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세포의 활동과 조
직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치명적
인 질병으로 발전되기 쉬워 세포생물학에서 매우 중요한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세포골격단백
질의 다양성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단백질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암, 퇴행성 뇌 질환 등의 병
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분자세포생물학적 기법을 비롯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현미경시스템을 이용한 바이오이미징을 통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의 시각화가 가능
하며, GEM(Genetically Engineered Mouse)등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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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본 연구실의 주된 관심은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심장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새로운 유전자를 발굴하여
그 기능을 연구하는데 있다. 특히 심장 근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심근비대 (cardiac hypertrophy)
과정, 심근비대에서 심부전 (heart failure)으로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심근비대 혹은 심부전에서 정
상적인 심장으로 돌아오는 회복 (regression) 과정에 관련된 신호전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주력하고 있
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발굴된 유전자들을 이용하여 심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 기법을 개
발하는 것이 본 연구실의 장기적인 목표이다. 아밀로이드-베타(amyloid-β, Aβ)는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성 노인성 황반변성(AMD)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식물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NIa라는 단백질 분해효소가 Aβ를 특이적으
로 절단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NIa의 발현을 통해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에서 생화학적 및 행동학적
병리현상을 예방할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NIa가 Aβ에 기인하는 알츠하이머병과 AMD의 치
료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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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수 교수
E-mail. jschun@gist.ac.kr
Tel. 062-715-2497
Web. https://life.gist.ac.kr/cdl/

연구실 소개

Cell & Molecular Biology

연골퇴행제어 연구실

RNA 유전체학 및 후성유전체학 연구실

Osteoarthritis Research Laboratory

RNA Genomics and Epigenetics Laboratory

Education
1992 : Ph.D. in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Univ. of Massachusetts
1988 : M.S. in Bi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1986 : B.S. in Bi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2001 : Ph.D. in Dept. of Biological Sciences, KAIST
1996 : M.S. in Cell Biophysics, Institute of Biophysics, Academia Sinica
1986 : B.S. in Dept. of Biological Sciences, Peking University

Experience
2000~present :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1994~2000 : Assistant/Associate Professor,
Dept. of Biology, Kyungpook National Univ.
1992~1994 : Postdoctoral Fellow, Harvard Medical School
Fact sheet
2006~present : Director, Cell Dynamics Research Center(CDRC)
2004~present : Director, Intergrative Aging Research Center
2014 : The month of Science and Technology Award, NRF
2014 : The 10th Kyoung-Ahm Academic Research Awards
2013 : Academic Research Awards,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ar Biology
2012~2013 : President, Korean Society for Cell Biology(KSCB)
2012 : Excellent Researcher Award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퇴행성관절염은 관절 연골 조직이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퇴행되어 운동 및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하
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지만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 예방 및 치
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실은 연골퇴행 및 퇴행성관절염의 분자생물학적 원인 규명과 더
불어 치료 표적을 발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연이온이 퇴행성관절염의 유발에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혀 생명과학 최고의 권위지인 Cell 誌 (2014년)에 발표하였고 히프투알파(HIF-2α)의 중요성을 규명
하여 기초의과학 분야 권위지인 Nature Medicine 誌 (2010년)에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최근에는 퇴
행성관절염이 콜레스테롤에 의한 대사성 질환이란 사실을 최초로 밝혀 Nature (2019년)에 발표하는 등
의 업적을 도출하여 퇴행성관절염의 근본적인 예방과 치료법 개발의 토대마련으로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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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2007~present :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2001~2007 : Postdoctoral Associat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edical School, USA
1989~1993 : Research Assistant in molecular biology, Yanbian Cancer
Center, P. R. China
1986~1989 : Research Assistant, Beijing General Hospital, P. R. China

심해홍 교수
E-mail. haihongshen@gist.ac.kr
Tel. 062-715-2507
Web. https://life.gist.ac.kr/gistrna/

연구실 소개
본 연구실에서는 Genome wide RNA-sequencing, Human genome wide shRNA screening,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생화학적 기법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RNA splicing이 어떻게 암 전이
및 유전성 질환을 조절하는지, m6A를 포함한 mRNA modification이 어떻게 RNA splicing을 조절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 중에 있음
1.암 전이 특이적 RNA splicing 제어 기전 연구
·암 전이 특이적 RNA alternative splicing event 발굴 및 제어 신규 유전자 동정
·암 전이 특이적 RNA alternative splicing event 제어 기전 및 기능 규명
2.RNA splicing 제어 기전을 통한 척수성 근위축증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방법 제시
·shRNA screening을 통한 척수성 근위축증 내 핵심 기능 유전자 발굴 및 제어 기전 규명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유전자, SMN의 splicing 제어 기전 규명 및 환자 세포 내 특이성 검증
3.mRNA modification에 의한 RNA splicing 제어 기전 및 기능 연구
·RNA-sequencing, bioinformatics 분석을 통해 m6A에 의해 변화된 RNA splicing 발굴
·m6A sequencing을 통해 m6A 위치 규명 및 지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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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 Molecular Biology

Darren Reece Williams 교수
E-mail. darren@gist.ac.kr
Tel. 062-715-2509
Web. https://life.gist.ac.kr/ndtl/

Cell & Molecular Biology

신약표적 연구실

세포로지스틱스 및 세포노화 연구실

New Drug Targets Laboratory

Cellular Logistics & Aging Research Laboratory

Education
PhD from Imperial College London, Advisor : Professor Terry Partridge,
Research Field : Cell Therapy
Bachelor of sciences (honors) : University of Plymouth, United Kingdom –
Biological Sciences (first class)
Bachelor of Arts : The Open University, United Kingdom – Social Sciences

Education
2007 : Ph.D. in Biochemistry, Dartmouth College
2000 : M.S. in Molecular Biology, Korea University
1997 : B.S. in Genetic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Experience
2009~present : Professor, GIST
2013~present : Adjunct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2004~2009 : Postdoctoral fellow and Research professor, Yonsei University
2002~2004 : Postdoctoral fellow,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Tumor microenvironment research
·전이는 암의 1차 부위와 멀리 떨어진 곳에 2차 종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이성 암은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인간 건강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 연구진은 종양 미세환경 내에서 종양 진행 과정을 촉진하는 암세포, TAM 및 CAF의 상호 작용을 연구합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유도하는 요소를 식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양 미세환경 내에서 대식 세포
기능에 기초를 제공하는 주요 원동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암 환자에 대한 치료의 개발에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2. Cancer cachexia research
·암성 악액질(Cancer cachexia)는 암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심각한 골격근 손실 증상입니다. 암성 악액질은 항암
요법인 약물 및 방사선 요법의 효율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암환자의 사망원인 중 20~40%를 차지합니다.
·본 연구진은 암성 악액질을 유발하는 새로운 암 유래의 인자를 발굴하여 새로운 신약표적을 제시하기 위해 세포
및 동물 모델을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Sarcopenia research
·근감소증(sarcopenia)은 노화와 함께 골격근의 감소가 이뤄지는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 50세를 이상의 장
년층의 경우 매 년마다 0.5%-1% 사이의 근손실이 일어나며, 평균수명의 증가와 좌식 위주의 생활방식으로
인하여 점차 장애를 유발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본 연구진은 세포 배양 시스템은 물론 근 손실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근감소증에서 근섬유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노쇠한 근육을 재건하는 성상세포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약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전영수 교수
E-mail. junys@gist.ac.kr
Tel. 062-715-2510

Interests
Drug discovery for cancer cachexia, tumor microenvironment and sarcopenia

연구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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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2009~present :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2016~present : Director, Cell Logistics Research Center (SRC), GIST
2007~2008 : Postdoctoral Scholar, Department of Molecular and
Cell Biology, Univ. of California, Berkeley

Web. https://life.gist.ac.kr/clar/

연구실 소개
세포생물학은 생명체의 기본단위인 세포를 중심으로 생명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인간과
같은 다세포 생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구성하는 세포부터 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세포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질병도 특정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믿
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병든 세포를 치료함으로써 어떠한 질병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물질의 이동을 통해서 다른 세포들과 교류합니다.
이러한 세포내 물질이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Cellular Logistics (세포수송)입니다. 또한, 세포의 기
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소기관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세포소기관들은 상호간 교
류를 통해서 생명현상을 매개하는데, 이를 세포수송이 담당합니다. 본 연구실은 세포수송과 세포소기
관 기능 연구를 통해 세포의 신비, 즉 생명의 신비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가 병든
세포를 치유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일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Randy Schekman 등 3
명의 과학자들이 세포수송의 원리를 규명한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을 공동수상 하였습니다. 세포수송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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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교수

Cell & Molecular Biology

세포제거 연구실

암생물학 연구실

Cell Clearance Laboratory

Laboratory of Cancer Biology

Education
2008 : Ph.D. in Cell Biology, Univ. of Virginia
2003 : M.S. in Life Sciences, GIST
2001 : B.S. in Food Sci. & Tech., Seoul National Univ.

Education
1999 : Ph.D. in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
1996 : M.S. in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
1994 : B.S. in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

Experience
2012~present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2008~2012 : Research Associate, Univ. of Virginia
2003~2004 : Researcher, GIST

Experience
2016~present :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2016~present : Director, Laboratory Animal Research Center, GIST
2007~2016 : Assistant/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Medicine,
Gachon University
2003~2007 : Visiting Fellow, Lab. of Cell Regulation and Carcinogenesis,
National Cancer Institute, USA
1999~2002 : Research Fellow, Pathology Division,
National Cancer Center Research Institute, Japan
1998~1999 : Visiting Scientist, Dep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1997~1998 : Assistant Teacher,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daehopark@gist.ac.kr
Tel. 062-715-2890
Web. https://life.gist.ac.kr/cellclearance/

연구실 소개
Apoptosis 또는 programmed cell death는 multicellular orgainism에서 일어나는 기초 생리
현상으로 노화된 세포, 암세포로 발달할 수 있는 세포 또는 불완전한 발생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
들에서 일어난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수천억개 이상이 세포들이 apoptosis에 의해 죽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자가사멸세포(apoptotic cell)이 생성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가사멸세포를 관찰하기
는 매우 어렵다. 이는 우리 몸에서 자가사멸세포를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일련의 자가사멸세포 제거 과정을 efferocytosis 또는 engulfment/
phagocytosis of apoptotic cell라 한다. multicellular organisms에서 자가사멸세포 제거는
발생, 조직 항상성 그리고 면역반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가사멸세포 제
거에 결함이 있을시 각종 자가면역 질병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실은 2012
년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에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자가사멸세포 제거와 연관된 분자들을 동정하
고 신호전달체계 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질병들의 병리학적 이해를 도모함으
로써 질병치료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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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남정석 교수
E-mail. namje@gist.ac.kr
Tel. 062-715-2894
Web. https://lcb.gist.ac.kr

연구실 소개
암은 치료를 하더라도 체내에 암줄기세포(cancer stem cell)가 남아 있을 경우 재발되거나 전이되기
때문에, 암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이러한 암줄기세포를 발견해 제거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실은 암줄기세포 관련 다수의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암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
기 위해 암줄기세포 표적 유전자의 발굴 및 암세포의 줄기세포 표현형 획득기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연구주제로는 다양한 마우스 모델(예, 아바타 마우스, Cre 마우스)을 기반으로 방사선 및 항암제
저항성 표적유전자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기전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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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래 교수
E-mail. scho@gist.ac.kr
Tel. 062-715-3631
Web. https://life.gist.ac.kr/tmtor/

Cell & Molecular Biology

종양대사 연구실

기능 유전체학 연구실

Tumor Metabolism & Therapeutic Oncology Research Laboratory

Functional Genomics Laboratory

Education
2004 : Ph.D. in Cell Regulation, 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
1995 : B.S. in Biochemistr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Education
2014.8 : Ph.D. in Department of Life Sciences,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CH), Pohang, Korea
2009.2 : B.S. in Department of Life Science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Experience
2016~Present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 & Engineering /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2010~2016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Liberal Arts and Science,
GIST College
2006~2010 :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Neurology,
The Annette Strauss Center for Neuro-Oncology,
Simmons Comprehensive Cancer Center,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2004~2006 :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Neuropathology,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1994~1996 : Research Associate, Division of Hematology-Oncology,
Cedars-Sinai Medical Center, UCLA School of Medicine

연구실 소개
종양대사연구실은 암세포가 생체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대사과정을 교묘히 조절하고 재프로그래
밍 (metabolic reprograming) 하여, 이를 무한증식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를 궁극
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암세포가 무한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와 아미노산, 핵산과 같은 생체분자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해 어떻게 정상세포의 대사과정을 미세하게 조작하고, 정상적인 생체분자들의 합
성 대사과정을 교묘하게 유용하는 지를 다양한 생화학 및 분자세포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다. 이를 통해
암세포에서 변형되고 활용된 대사과정 및 단계를 확인하고 이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 개
발이 이차적인 목표이다.

Experience
2019~present: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Gwangju, Korea
2015~2019 : Postdoctoral Fellow, Perelman School of Medicin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
2014~2015 : Postdoctoral Fellow, Department of Integrative
Biosciences and Biotechnology, POSTECH, Pohang, Korea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jihwan.park@gist.ac.kr
Tel. 062-715-2503
https://life.gist.ac.kr/genomics/
index.do

연구실 소개
본 연구실의 연구 목표는 다양한 유전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만성신질환과 같은 질병의 발병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다.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한 정밀 의학 등의 접근으로 복합성 질병의 바이오마커와 치료
표적 유전자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모든 장기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
고, 질병 과정에서 복잡한 변화가 수반되므로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일 세포수준의 접근이 필수적
이다. 본 연구실의 핵심 기술인 단세포 전사체 분석을 이용하여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질병
모델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의 통합분석을 통해 발굴한 타겟은 모델 동물을 이용한
실험과 후성유전체 교정등과 같은 기법을 통해 정확한 기작을 연구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다양한 데이터 통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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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교수

단세포 전사체 분석

질병 기전 연구 및 타겟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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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현 교수
E-mail. eom@gist.ac.kr

Biochemistry & Biophysics

단백질 구조-기능 연구실

생체막 분자 기능 조절제 개발 연구실

Protein Structure-Function Laboratory

Bio-membrane Molecular Functional Modulator Discovery Laboratory

Education
1994 : Ph.D. in Biochemistry, Seoul National Univ.
1990 : M.S. in Biochemistry, Seoul National Univ.
1988 : B.S. in Chemistry, Seoul National Univ.

Education
1992 : Ph.D. in Biophysics and Biochemistry, University of Tokyo
1987 : M.S. in Biochem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1985 : B.S. in Chem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Experience
1997~present :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2013~present : Professor, Department of Chemistry, GIST
2010~2016 : Vice-director, Nobel Steitz Center for Structural Biology
1993~1997 : Postdoctoral Associate, Yale Univ.

Experience
1998~present :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1997~1998 :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1993~1997 : Research Associate, Mitsubishi Kagaku Institute of
Life Science

Tel. 062-715-2493
Web. https://life.gist.ac.kr/xray/

연구실 소개
본 실험실에서는 X-선 결정학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삼차원 구조를 밝힘과 더불어 표적 단백질의 기
능을 생화학 및 생물물리학적 방법들을 사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작용 기전 및 구조-기능관계를 규명
한다. 표적 단백질의 구조-기능을 원자수준에서 이해함으로써 생명현상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질병
치료제 개발에 구조정보를 제공한다. 2009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학교의 Thomas A.
Steitz 교수팀과 국제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여 생체고분자에 대한 X-선 결정학 뿐만 아니라 NMR,
Cryo-EM 및 구조모델링을 포함하는 통합구조생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실험실에서 연구
중인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24 I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act sheet
Member, The Japanese Bioindustry Association
Member, Protein Research Foundation
Member, The Biochemical Society, Korea

김재일 교수
E-mail. jikim@gist.ac.kr
Tel. 062-715-2494
Web. https://life.gist.ac.kr/nmr/

연구실 소개
세포는 세포막으로 인해 외부와 분리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포막에는 수용체 (receptor), 이온채널 (Ion channel), 그리고 수송체 (transporter)등의 막단
백질이 있으며, 이들은 라이간드라 불리는 펩타이드나 아민, 그리고 지질 등의 크기가 작은 분자에 의
해서 기능이 조절된다. 말하자면 라이간드와 막단백질은 세포와 세포외부의 의사소통 수단인 것이며,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인기 있는 약물 표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구조-기반 신
규 약물설계를 바탕으로 GPCR, Ion-channel, 그리고 박테리아 세포막을 물리/화학적으로 조절하
는 생체 기반 신규 펩타이드 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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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교수
E-mail. yjyoo@gist.ac.kr

Biochemistry & Biophysics

의약생화학 연구실

신약개발 연구실

Medicinal Biochemistry Laboratory

Laboratory of Drug Discovery

Education
1988 : Ph.D. in Biology, University of Alabama
1984 : M.S. in Zo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2 : B.S. in Zo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1995 : Ph.D. 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9 : M.S. 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7 : B.S. 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perience
1999~present :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1994~1999 : Scientist, LG Biotech Institute, Daejeon
1993~1994 : Scientist, LBC, Emeryville, USA
1988~1993 : Postdoc, Biochemistry, U Utah, USA

Experience
2001~present :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2001~2001 : Research Scientist, ChemBridge Inc.
2000~2001 : Staff Chemist, Univ. of Alabama at Birmingham
1995~2000 : Visiting Fellow, NIH

Fact sheet
2013~2015 : Head, Research Services, IBS, Daejeon
2009~2012 : Director, Library, GIST
2008~2012 : Dean, Student & Academic Affairs, GIST
2007~2008 : Director, ICSS, GIST
2000~2002 : Chairman, Dept. Life Science

Fact sheet
2015~present : Associate Editor,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2011~2012 : Associate Chairman, Korean Society of Organic Synthesis
2010~present : Editorial Board member, Combinatorial Chemistry & HTS
2004~present : Editorial Board member, Purinergic Signaling

Tel. 062-715-2486

연구실 소개
유비퀴틴(Ubiquitin)은 7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로서 일련의 E1/E2/E3 효소에 의하여
수많은 단백질에 연결되면서 거의 모든 세포 내 기능에 관여하고 있다. Ub 연결에 의한 단백질의 선택
적 분해와 그 과정을 밝힌 연구업적으로 2004년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Ub은 단백질분해 외에
도 다양한 기능에 조절역할이 지속적으로 밝혀지면서‘ Darwin’s Phosphate’ 이라는 별명과 함께 수
많은 과학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다각도로 의약학적 활용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실은 다
음과 같은 기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용철 교수
E-mail. yongchul@gist.ac.kr
Tel. 062-715-2502
Web. https://ldd.gist.ac.kr/

연구실 소개
•P2X3,7 purinergic 수용체의 조절물질 연구를 통한 진통, 항염증, 암전이 치료제 개발
•CDK, FLT3, PLK-1 및 JAK 저해제 연구를 통한 항암제 내성 암 표적 치료제 개발
•신규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신개념 고효율 세포전환기술 개발
•Viral entry 및 capsid 조립 저해 기전의 B형 간염 치료 신약후보물질 발굴

1. 수
 많은 단백질에 연결되는 Ub의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조절하며, 환경변화에는 어떻게 대처 하는
가? (Ub 항상성)
2. 암세포 등에서 증가된 Ub 공급을 인위적 조절하여 항암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가?
3. Ub의 다양한 조절기능의 근간인 다양한 형태의 Ub 연결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4. 진화적으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Ub의 각 아미노산 잔기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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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chemistry & Biophysics

박지용 교수

Biochemistry & Biophysics

기능-의약단백질체 연구실

단일 분자생물학 및 세포다이나믹스 연구실

Functional & Medicinal Proteomics Laboratory

Single Molecule Biology and Celluar Dynamics Laboratory

Education
2001 : Ph.D. in Chemistry, Texas A&M Univ.
1993 : M.S. in Agricultural Chem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1 : B.S. in Agricultural Chem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2006 : Ph.D. in MEMS, Duke Univ.
2000 : M.S. in ME, Sungkyunkwan Univ.
1998 : B.S. in ME, Sungkyunkwan Univ.

Experience
2003~present :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2001~2003 : Postdoctoral Associate, Scripps Research Institute, USA

Experience
2012~present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 GIST
2006~2012 : Research Associate, UIUC, IL, USA
2006~2006 : Research Associate, DUKE Univ., NC, USA

E-mail. zeeyong@gist.ac.kr
Tel. 062-715-2496
Web. https://life.gist.ac.kr/mass/

이광록 교수
E-mail. glee@gist.ac.kr

Fact sheet
2011 : Best Postdoctoral Researcher Award in Missouri Biophysics Symposium
2007~2010 : Jane Coffin Childs Memorial Fund Fellowship
2006 : Biophysical Society Student Research Achievement Award (SRAA)

Tel. 062-715-3558
Web. https://life.gist.ac.kr/smbio/

연구실 소개
단백질은 생체 내에서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성 물질로서 유전적인 정보의
전달을 담당하는 DNA 와 달리 생체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정 단백질들의 발현양 및 수식화 현상의 변화에 따라 질환의 발생 및 발전 과정과 밀접한 연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단백질의 정성/정량 그리고 수식화 분석이 필수적
이며 이를 위해 최근에 개발된 다양한 질량 분석 기술들을 이용한 대규모 단백질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퇴행성 뇌질환, 대사질환과 같은 주요 질환들에 특이적으로 관여하는 단백질
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질환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
극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치료 방법 및 치료 타겟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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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생명과학의 중요한 조절 원리들을
생물학, 생화학, 생물리학의 다학
제간 (interdisciplinary)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유전자 유지보수
(Genomic Maintenance) 과정
과 세포 신호전달 과정 (Signaling
pathways)을 연구하는 단일분자
dynamics 연구실입니다. 세포 내
에서 일어나는 기본과정(central
dogma of biology)인 DNA
replication, RNA transcription
& degradation, Protein
translation 과정과 세포신호 전달
과정을 단일분자 프렛 (Single molecule FRET)기술을 이용하여 생명현상의 기본원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포 내에서 암과 관련된 중요 단백질(효소)“ 하나 하나”의 움직임을 단일분자 수준 (single molecule
level)와 세포단위 (cell level) 로 나뉘어 관찰하여 생물- 생화학적 원리를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자들의 dynamics을 관찰하여 작동 원리를 이해하며, 세포가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 가는지를 가장
확실히 보여 줌 “( Seeing is Believing”) 으로서 생명원리를 이해하고 이 과정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
병의 원인 및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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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선 교수
E-mail. misunjin@gist.ac.kr

Neuroscience & Developmental Biology

세포막 단백질 구조 및 기능 연구실

분자신경생물학 연구실

Membrane Protein Structural and Functional Research Laboratory

Laboratory of Molecular Neurobiology

Education
2008 : Ph.D. in Chemistry, KAIST
2004 : M.S. in Chemistry, KAIST
2002 : B.S. in Chemical Engineering & Chemistry, Sogang University

Education
1992 : Ph.D. in Biochemistry, Brandeis Univ.
1986 : B.S. in Biochemistry, Yonsei Univ.

Experience
2014~present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2013~2014 : Research Specialist in Purdue University
2009~2013 : Postdoctoral Associate in Purdue University
2008~2009 : Postdoctoral Associate in KAIST

Experience
1996~present :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1996 : Postdoctoral Associate, The Rockefeller University, New York, USA
1994~1996 : Postdoctoral Fellow,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USA

박철승 교수
E-mail. cspark@gist.ac.kr

Web. https://life.gist.ac.kr/mpsf/

Fact sheet
2016~present : Director, Division of Life Sciences,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Korea
2012~2015 : Dean, Academic and Student Affairs, GIST
2003~2004 : Visiting Professor, Volen National Center for Complex Systems,
Brandeis University

연구실 소개

연구실 소개

인간 전체 유전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막 단백질(membrane protein)은 세포막 내외
로의 물질 수송(transporter) 및 전위 차 유지 (ion channel)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세포와 외부 환경의 상호 작용을 매개하는 신호 전달 수용체 (receptor)로서 기본적인 생명 현상에 광
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 또한 세포막 단백질의 기능 이상은 곧바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
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용 중이거나 개발되고 있는 화합물 신약의 50-60%는 세포막 단백질
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X-선 결정학 (X-ray crystallography)을 이용해 생명 현
상에 중요한 세포막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화학/생물리학적 접근 방법
을 통하여 구조-기능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구조 연구를 통하여 중추신
경계에서 대표적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수송단백질 VGLUT(vesicular glutamate
transporter)의 작용 기작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뇌신경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후보물질 및 새로운 바이오 의약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생체 세포막에는 수용체, 수송체 및 통로체 등의 다양한 막단백질들이 발현되며, 이들은 세포의 여러
생리활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고등동물의 신경계는 세포막 단백질인 이온채널이 생성하
는 전기적 신호를 통해 신경세포 내 및 신경세포 간의 신호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한다. 최근 여러 신
경·정신계 질환들이 다양한 세포막 단백질의 변이에 의해 초래된다는 보고는 이들 단백질 기능의 중
요성을 예시한다. 따라서 이들 단백질들의 구조, 기능 및 조절 양상을 분자수준에서 규명하는 것은 신
경세포의 신호전달 기전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실험실에서는 세포막 단백질의 활성 및 조절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통해 고등동물 중추신경계의 신
호전달 체계를 이해하고, 세포막 단백질의 활성조절물질을 도출하여 관련 의약학적으로 활용하는 연구
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신경·정신병증의 표적으로 특정된 세포 내 단백질들에 대해서도 세포 내 기능
을 규명함으로써, 이들 질병의 원인을 분자수준에서 이해하고 제어하고자 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
이다.

Tel. 062-715-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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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2-715-2489
Web. https://life.gist.ac.kr/m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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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교수

Neuroscience & Developmental Biology

생식생의학 및 유전자 발굴 연구실

발생유전학 연구실

Reproductive Biomedicine & Gene Discovery Laboratory

Developmental Genetics Laboratory

Education
1998 : Ph.D. in Biomedical Science, Univ. of Connecticut
1988 : M.S. in Zo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6 : B.S. in Zo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2000 : Ph.D. in Developmental Biology,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1995 : M.S. in Biology, Yonsei University
1993 : B.S. in Biology, Yonsei University
1992 : Program in Biological Scienc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Experience
2001~present :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2000~2001 : Postdoctoral Fellow, NIEHS, NIH
1998~2000 : Postdoctoral Fellow, Univ. of California, Davis

E-mail. choch@gist.ac.kr
Tel. 062-715-2490
Web. https://life.gist.ac.kr/rbgd/

연구실 소개
본 생식생의학 및 유전자발굴 연구실에서는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의 생식, 수정 및 배아 발생과정에서
일어나는 세포분자 조절기전을 총체적 수준에서 규명함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대상 유전자 및 단백질
- 생식 핵심유전자인 ADAMs
- 정자발생세포, 정자, 부정소에서 발현되는 약 100여종의 유전자
- 배아 초기 신규유전자 등을 포함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생물정보학적 분석기법, 분자생물학적 분석기법, 형질전환 동물모델(knockout,
transgenic) 생산 및 분석기법 등을 이용한다.

Experience
2014~present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2010~present : Associate Professor, Yale Cardiovascular
Research Center, Yale University, New Haven, CT
2006~2010 : Assistant Professor, McAlister Heart Institut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NC
2001~2005 : Postdoctoral Fellow, Dept. of Biochemistry and Biophysic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CA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sukwonjin@gist.ac.kr
Tel. 062-715-3561
Web. https://life.gist.ac.kr/dgl/

연구실 소개
본 실험실의 연구 목표는 발생 과정 및 질환의 진행과정에서 혈관의 형성과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규명하는 것이며 주된 세부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혈관의 형성과 항상성 유지에 미치는 BMP 신호전달의 역할 규명
2. 유전자 재조합을 이용한 새로운 혈관 형성 및 항상성 조절 인자 탐색
3. 혈관을 구성하는 각 세포들의 특화 및 분화 기작 규명
4. 혈관의 형성과 항상성 유지 과정 중 신호전달체계 간의 상호작용 분석

Wiley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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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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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교수

Neuroscience & Developmental Biology

신경발생 및 기능 연구실

분자행동신경학 연구실

Neural Development and Functions Laboratory

Laboratory of Molecular Neuroethology

Education
2003 : Ph.D. in Neuroscience, Johns Hopkins Univ. Sch. of Med.
1997 : M.S. in Pharmacology, Seoul National Univ.
1995 : B.S. in Pharmaceutics, Seoul National Univ.

Education
2004 : Ph.D. in Entomology, Univ. of California, Riverside
1997 : M.S. in Applied Entom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4 : B.S. in Agricultural B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perience
2007~present :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2004~2007 : Postdoctoral Associate, The Salk Institute

Experience
2009~present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GIST
2007~2009 : Postdoctoral Fellow, Research Institute of Molecular
Pathology, Austria
2005~2007 : Postdoctoral Fellow, Univ. of California, Riverside

E-mail. msong@gist.ac.kr

Fact sheet
2008~2009 : EMBO Long-term Fellowship, European Molecular
Molecular Biology Organization (EMBO)
2007~2008 : Lise Meitner Fellowship, Austrian Science Foundation (FWF)

Tel. 062-715-2508
Web. https://life.gist.ac.kr/ndl/

E-mail. kimyj@gist.ac.kr
Tel. 062-715-2492
Web. https://gistflylab.wixsite.
com/gistlmn

연구실 소개

연구실 소개
신경발생은 발생단계에서 신경계가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신경의 생성, 이동, 분화, 신경 간 연결,
신경망 구축 및 작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다. 본 연구실은 1) 뇌신경세포의 형
성 및 이동기작연구, 2) 운동 신경 특화 과정과 운동회로 형성의 이해, 3) 뇌 손상과 반응성 신경교증연
구, 4) 줄기세포, 오가노이드 기반 인간 특이적 신경 발생 및 기능 연구 등을 연구한다. 작용기전으로 유
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가 신경발생에 주요한 신호들과 연계되어 조절
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며, 신경세포의 배양, 생체내 유전자 과발현 시스템, 신경세포 특이적 유전자 결
손 생쥐 등 다양한 분자생물학·생화학·세포생물학·유전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다.

신경계 형성 및 다양성 기전
Motor circuit in the spinal 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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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줄기세포 기반 신경발생 연구
CNS development study with human pluripotent stem cell

신경 기능은 신경세포 (neuron) 와 신경세포 혹은 신경교세포 (glia) 사이의 신호전달을 기반으로 구현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분비성 신경활성 조절인자들이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
경활성 조절인자는 그 작용 범위 및 방식에 따라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과 신경조절인자
(neuromodulator)로 나눌 수 있는데, 신경전달물질은 일반적으로 시냅스 간극으로 분비되어 연접 세포
간의 신호전달에 사용되며 시냅스 후 세포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반면, 신경조절인자는 인접세포들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표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효능이 더욱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다. 이들 신경
조절물질은 주로 G-protein coupled receptor (GPCR) 수용체와 결합하여 그 생리기능을 구현하는
데, 현재까지 개발된 약물의 50% 이상이 GPCR을 표적으로 한다. 특히, 대표적 신경조절물질인 신경펩타
이드 (neuropeptide)는 그 종류와 수가 매우 다양하고 그 각각이 특화된 생리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
아서 선택성 높은 신약 개발 표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실에서는 주요 분자유전학 모델인 초
파리를 활용하여, 신규 펩타이드성 신경조절물질과 그 수용체 GPCR을 발굴하고, 그들의 기능을 분자 수
준에서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면 (sleep), 일주기 (circadian rhythm), 생식
(reproduction), 대사 (metabolism)에 중요한 신경조절물질과 수용체를 찾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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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배우자의 만남이 아닐까요? 배우자를 만날 때 무엇보다
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면역반응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
로 처녀 T-세포 (naive T-cell)와 항원표지세포 (antigen presenting cell)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면역 T-세포가 항원표지세포 (antigen presenting cells)를 만날 때 만들
어지는 분자구조체인 면역시냅스 (immunological synapse)를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이러한 분
자구조체는 실제로 인체 면역반응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실은 면역시냅
스에 존재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찾고 이들의 생리적 기능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면역세포의 순환이나 면역시냅스의 기능적 제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류마티즘
이나 염증성 장 질환 등과 같은 난치성 염증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약의 개발로 이어질 것
입니다.

세포면역학 실험실(Cellular Immunology Laboratory)은 면역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면역세
포들의 활성과 작용기전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및 면역세포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 기능을 다양한 유
전자 변이 마우스와 질병 모델 마우스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T세포와 B세포 항원 수용체 신호 전달과 이와 관련된 보조 수용체의 T세포 및 B세포의 활성
화와 기능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T세포 반응을 조절하는 MDSC(Myeloid
derived suppressor cells)와 T세포 활성 및 분화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이를
활용하여 특정 면역세포의 훈련을 통한 이식을 통해 향후 면역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염증반응 및 자가 면역 질환에서 위 면역세포들의
변화와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면역 질환 치료에 적용 가능한 물질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36 I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chool of Life Sciences I 37

MEMO

GIST is a global
frontier of cell research

38 I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Tel. 062)715-2482~3 / E-mail. life@gist.ac.kr
https://life.g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