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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ed inositol monophosphatase and
decreased myo-inositol concentration
improve wasting in skeletal muscles
Darren R. Williams
Professor

Clinical and Translational Medicine Dec. 2020;10:e251.
https://doi.org/10.1002/ctm2.251

New Drug Targets
Laboratory

Skeletal muscle wasting occurs in numerous degenera-

tive diseases associated with high morbidity and m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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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y and poor capacity for independent living. Thus, it is

Tel. 062)715-2509

a major economic burden to society. Because there are

currently no approved drugs for muscle wasting, there

https://life.gist.ac.kr/ndtl/

is an urgent need to discover new target-based drugs
and therapies. The need for new drugs to treat muscle
wasting is increasing due to population aging. Many

large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withdrawn from
Darren R. Williams

this research due to excessive costs and high-profile fail-

ures, leading to concern about the development of lead

compounds for treating muscle wasting. A potential solution is to repurpose drugs
from their original clinical application. Consequently, our team has identified inositol

근위축증 치료제의
새로운 표적 규명 :
이노시톨 탈인산화효소
의 활성 억제를 통한
근위축증 개선 효과

monophosphatase (IMPase/IMPA1) as a new drug target and the clinically safe drug,
ebselen, as a candidate for drug repurposing. Our data implicate cellular levels of

myo-inositol, a precursor of numerous second messengers, as a regulator of atrogene
expression in muscle wasting.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많은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대표적인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인 근
위축증은 고령인구에게 삶의 질 저하
뿐만 아니라 높은 사망률을 야기 할 수
있으며, 많은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진은 약물 재창출 전
략을 통해 임상시험 단계에서 사용 중
인 약물 중 효과적인 근육치료제를 제
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근육치료제
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근위축증을 조
절 할 수 있는 새로운 표적을 제시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근 위축증 치
료가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진은 임상적으로 안전한 약
물인 Ebselen(엡셀렌)이라는 화합물
을 새로운 근육치료제로 제시하였고,
Ebselen을 통한 이노시톨 탈인산화효
소를 저해하는 특성은 근육조직 내 미
오-이노시톨의 축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 내 2차 전령으로서
의 미오-이노시톨의 역할을 억제하여
근육단백질 분해에 작용하는 여러 효
소들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과정과 효
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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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n modulates calcium influx
by regulating Orai1 during efferocytosis
Nat Comm Dec. 2020

Vol. 11(1): 5489. doi: 10.1038/s41467-020-19272-0
Calcium flux regulating intracellular calcium levels

is essential and modulated for efficient efferocytosis.

Daeho Park

Associate Professor
Cell Clearance Laboratory
E-mail. daehopark@gist.ac.kr

However, the molecular mechanism by which calcium

Tel. 062) 715-2890

elusive. Here, we report that Orai1, a Crbn substrate,

http://life.gist.ac.kr/
cellclearance/

flux is modulated during efferocytosis remains

is upregulated via its attenuated interaction with Crbn
during efferocytosis, which increases calcium influx

into phagocytes and thereby promotes efferocytosis.
We found that Crbn deficiency promoted phagocytosis
Daeho Park

of apoptotic cells, which resulted from facilitated
phagocytic cup closure and was nullified by a CRAC

channel inhibitor. In addition, Orai1 associated with Crbn, resulting in ubiquitination

and proteasomal degradation of Orai1 and alteration of SOCE-mediated calcium
influx. The association of Orai1 with Crbn was attenuated during efferocytosis,

leading to reduced ubiquitination of Orai1 and consequently upregulation of Orai1

and calcium influx. Collectively, our study reveals a regulatory mechanism by which
calcium influx is modulated by a Crbn-Orai1 axis to facilitate efferocytosis.

School of Life Sciences, GIST(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사멸세포
제거동안 Crbn의
Orai1조절을 통한
calcium influx 조절
사멸세포제거는 다세포 동물에서 조
직항상성, 발생, 그리고 면역조절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멸세포
제거 과정동안에 calcium flux가 조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
한 분자 조절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
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학적, 생화학
적, 약학적 접근법을 통해 사멸세포제
거동안, Crbn이 Orai1의 단백질 수준
을 조절함으로써 Calcium flux를 증
가시킬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식세포
에서 Crbn의 발현량은 사멸세포제거
능력과 반비례 관계를 관찰하였는데,
이는 식세포내 칼슘 유입과 비례하였
다. 더불어 Crbn이 store operated
calcium entry (SOCE)를 조절할 수
있는 Orai1 calcium channel과 결합
하여 ubiquitination을 통하여 발현량
을 조절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멸
세포제거 동안 Crbn과 Orai1의 결합
은 약해지고 이에따라 ubiquitination
역시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Orai1
의 발현 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사멸
세포제거동안 Orai1은 Crbn과 Stim1
에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Crbn과의 결합이 약해진다. 결론적으
로, 사멸세포제거동안 Crbn과 Orai1
과의 결합이 약해지고 이를 Orai1의
ubiquitination을 감소시켜 식세포의
Orai1의 발현 수준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SOCE를 통한 식세포
내 calcium의 유입을 증가시키게 된다.
본 연구는 사멸세포제거동안 알려져
있지 않은 calcium flux의 조절 기전을
규명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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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ternary structures of Vac8 differentially
regulate the Cvt and PMN pathways
Youngsoo Jun
Professor

Autophagy Jun. 2020

Vol. 16(6): 991-1006. doi: 10.1080/15548627.2019.1659615

Cellular Logistics and Aging
Research Laboratory

Armadillo (ARM) repeat proteins constitute a large

protein family with diverse and fundamental functions

E-mail. junys@gist.ac.kr

in all organisms, and armadillo repeat domains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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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tructural similarity. However, exactly how these
structurally similar proteins can mediate diverse f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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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s remains a long-standing question. Vac8 (vacuole
related 8) is a multifunctional protein that plays piv-

세포 속 청소 돕는
단백질 복합체 구조 및
기능 규명
세포 속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바이러
스 같은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면 ‘자가
포식(autophagy)*’이 시작되는데 이
는 불필요한 물질을 세포 내에서 스스
로 분해하는 일종의 ‘청소’이다. 이 작
용은 리소좀(lysosome)이라는 공간
에서 일어나는데, 본 연구를 통해 리
소좀으로 가져올 물질을 선택하는 원
리를 밝혔다. 세포 내 불필요한 물질
을 골라내 리소좀까지 옮기는 데는 다
양한 단백질이 관여한다. 대표적으로
‘Vac8(Vacuole related 8) 단백질’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단백질이 어떤 단
백질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자가포식
작용의 유형이 결정된다. 가령 Vac8
단백질이 Nvj1(Nucleus-vacuole
junction 1) 단백질과 결합하면 세포
핵 일부분을 분해하는 자가포식(PMN)
이 작동하는 반면, Atg13(Autophagy
Related 13) 단백질과 결합하면 세
포질 가수분해 효소를 리소좀으로 수
송하는 ‘Cvt 경로(Cytoplasm-tovacuole targeting pathway)’를 작
동시킨다. 하지만 Vac8가 단백질이 이
들 단백질과 결합하는 구체적인 원리
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단백질 결정을 이용한 ‘X-선 결정법’
과 ‘X-선 소각 산란 분석법’을 이용해
Vac8 단백질이 결합하는 단백질에 따
라 4차 구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 달라진 4차 구조에 따라 자가
포식 과정의 유형도 결정됨이 밝혀졌
다. 본 연구팀은 효모를 이용해 Atg13
단백질 결합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돌
연변이를 유도해 검증도 진행했다. 실
험 결과 Atg13 결합 구조에 문제가 생
기자 PMN 자가포식은 나타났지만 Cvt
관련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단백질
4차 구조에 이상이 나타나면 특정 자
가포식이 일어나지 않음을 입증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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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al roles in various autophagic pathways, including
piecemeal microautophagy of the nucleus (PMN) and
Youngsoo Jun

cytoplasm-to-vacuole targeting (Cvt) pathways in the

budding yeast Saccharomyces cerevisiae. Vac8 com-

prises an H1 helix at the N terminus, followed by 12 armadillo repeats. Herein, we
report the crystal structure of Vac8 bound to Atg13, a key component of autophagic
machinery. The 70-Å extended loop of Atg13 binds to the ARM domain of Vac8 in an
antiparallel manner. Structural, biochemical, and in vivo experiments demonstrated

that the H1 helix of Vac8 intramolecularly associates with the first ARM and regulates
its self-association, which is crucial for Cvt and PMN pathways. The structure of H1
helix-deleted Vac8 complexed with Atg13 reveals that Vac8[Δ19-33]-Atg13 forms a

heterotetramer and adopts an extended superhelical structure exclusively employed in
the Cvt pathway. Most importantly, comparison of Vac8-Nvj1 and Vac8-Atg13 provides a molecular understanding of how a single ARM domain protein adopts differ-

ent quaternary structures depending on its associated proteins to differentially regulate
2 closely related but distinct cellular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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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vel nucleolin-binding peptide
for Cancer Theranostics
THERANOSTICS 2020

Jae Il Kim

Background: Cancer-specific ligands have been of
great interest as pharmaceutical carriers due to the potential for site-specific delivery. In particular, cancer-specific
peptides have many advantages over nanoparticles and
antibodies, including high biocompatibility, low immunogenicity, and the formation of nontoxic metabolites. The
goal of the present study was the development of a novel
cancer-specific ligand.
Methods: Cancer-specific peptide ligands were screened
using a one-bead-one-compound (OBOC) combinatorial
Jae Il Kim
method combined with a multiple-antigen-peptide (MAP)
synthesis method. The specificity of the peptide ligands
toward cancer cells was tested in vitro using a whole-cell
binding assay, flow cytometry, and fluorescence confocal
microscopy. The tissue distribution profile and therapeutic efficacy of a paclitaxel (PTX)-conjugated peptide ligand was assessed in vivo using xenograft mouse models.
Results: We discovered that AGM-330 specifically
bound to cancer cells in vitro and in vivo. Treatment with
PTX-conjugated AGM-330 dramatically inhibited cancer
cell growth in vitro and in vivo compared to treatment
with PTX alone. The results of pull-down assay and LCJeong-Seok Nam
MS/MS analyses showed that membrane nucleolin (NCL)
was the target protein of AGM-330. Although NCL is known as a nuclear protein, we
observed that it was overexpressed on the membranes of cancer cells. In
particular, membrane NCL
neutralization inhibited
growth in cancer cells in
vitro.
Conclusions: In summary, our findings indicated
that NCL-targeting AGM330 has great potential for
use in cancer diagnosis and
targeted drug delivery in
cancer therapy.

Biomembrane molecular
functional regulator
discovery Laboratory

Vol. 10(20): 9153-9171. doi: 10.7150/thno.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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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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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g-Seok Nam
Professor

Laboratory of Cancer Biology
E-mail. namje@gist.ac.kr
Tel. 062)715-2893
https://lcb.gist.ac.kr/

신규 뉴클레오린-결합
펩타이드를 이용한
암 진단 및 치료
암 특이적 리간드는 부위 특이적 전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 전달체로
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암 특이적
펩타이드는 높은 생체 적합성, 낮은 면
역 원성, 비 독성 대사 산물의 형성 등 나
노 입자와 항체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습
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암 특이
적 펩타이드 리간드의 개발에 있습니다.
암 특이적 펩타이드 리간드는 MultipleAntigen-Peptide (MAP) 합성법과
함께 One-bead-one-compound
(OBOC) 방법을 사용하여 스크리닝 되었
습니다. 암세포에 대한 펩타이드 리간드
의 특이성은 전체 세포 결합 분석, 유동
세포 계측법 (Flow cytometry) 및 형광
공 초점 현미경 (Fluorescence confocal
microscopy)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되었
다. 파클리탁셀 (PTX) 결합 펩티드 리간
드의 조직 분포와 치료 효과는 이종 이식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
다. AGM-330이 in vitro 및 in vivo 실험
에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
을 발견했습니다. PTX 결합 AGM-330
에 의한 치료는 PTX 단독 치료와 비교하
여 in vitro 및 in vivo에서 암세포의 증식
을 극적으로 억제했습니다. Pull-down
분석 및 LC-MS/MS 분석 결과는 뉴클
레오린(NCL)이 AGM-330의 표적 단백
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NCL은 핵 단백
질로 알려져 있지만, 암세포 막에서 과잉
발현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항
체를 통한 세포막에 존재하는 NCL의 중
화는 in vitro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
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발견은 NCL
과 결합하는 AGM-330이 암 진단 및 정
확한 표적 약물 전달을 통한 암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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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17 (α-SNAP) and Sec18 (NSF) restrict
membrane fusion to R-SNAREs, Q-SNAREs,
and SM proteins from identical compartments
Youngsoo Jun
Professor

PNAS Nov. 2019

Vol. 116(47): 23573-23581. doi: 10.1073/pnas.1913985116

Cellular Logistics and Aging
Research Laboratory

Membrane fusion at each organelle requires conserved

proteins: Rab-GTPases, effector tethering complex-

E-mail. junys@gist.ac.kr

es, Sec1/Munc18 (SM)-family SNARE chaperones,

Tel. 062)715-2510

SNAREs of the R, Qa, Qb, and Qc families, and the
Sec17/α-SNAP and ATP-dependent Sec18/NSF SNARE

http://life.gist.ac.kr/clar/

chaperone system. The basis of organelle-specific fu-

sion, which is essential for accurate protein compart-

세포 내 물질수송의
정확성 기전 규명
세포 내 물질수송은 세포의 생성 및 생
장, 또는 호르몬 및 성장인자 등의 분비
를 위하여 세포 내부에서 단백질이나
지질을 수송하는 과정을 말한다. 단백
질이나 지질은 세포의 모든 장소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및 지질의
세포 내 수송은 세포의 생존에 필수적
이다. 이러한 세포 내 물질수송이 정확
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고,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포 내에서의 물
질수송은 주로 소낭에 의해 싸여서 일
어난다. 한 세포 내 장소에서 생성된 소
낭은 세포질을 경유해서 특정 세포 내
장소로 정확하게 이동하여 해당 장소
의 생체막과 막융합을 함으로써, 소낭
내부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을 최종 목
적지에 수송하게 된다. 하지만 소낭이
어떻게 최종 목적지에 정확하게 이동
해서 막융합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작동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2013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
한 제임스 로드만 교수는 스네어 가설
(SNARE hypothesis)을 통해 스네어
단백질이 소낭의 최종 목적지를 나타
내는 주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소낭과 생체막간의 막융합을
매개하는 단백질에는 스네어 단백질
이외에도 SM 단백질, NSF, a-SNAP
등 여러 단백질이 존재한다. 기존 이론
에 따르면 이런 단백질들의 주요 기능
은 스네어 단백질에 의한 막융합을 촉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번 연
구를 통해 소낭에 존재하는 스네어 단
백질, 세포소기관에 존재하는 스네어
단백질, 그리고 각각의 스네어 단백질
에 결합하는 SM 단백질이 독특한 조합
을 이루어 작동할 경우에만 소낭과 세
포소기관 간 막융합이 가장 높은 효율
로 일어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
서 세포는 제한된 종류의 스네어 단백
질과 SM 단백질을 가지고도 이들 단백
질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세포 내 물질
수송의 다양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
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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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tion, has been elusive. Rab family GTPases, SM
proteins, and R- and Q-SNAREs may contribute to this
Youngsoo Jun

specificity. We now report that the fusion supported by
SNAREs alone is both inefficient and promiscuous with

respect to organelle identity and to stimulation by SM family proteins or complexes.
SNARE-only fusion is abolished by the disassembly chaperones Sec17 and Sec18. Ef-

ficient fusion in the presence of Sec17 and Sec18 requires a tripartite match between
the organellar identities of the R-SNARE, the Q-SNAREs, and the SM protein or

complex. The functions of Sec17 and Sec18 are not simply negative regulation; they
stimulate fusion with either vacuolar SNAREs and their SM protein complex HOPS

or endoplasmic reticulum/cis-Golgi SNAREs and their SM protein Sly1. The fusion

complex of each organelle is assembled from its own functionally matching pieces to
engage Sec17/Sec18 for fusion stimulation rather than in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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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antihelix antibodies in
protein structure determination
PNAS Sep. 2019

Vol. 116(36): 17786-17791. doi: 10.1073/pnas.1910080116
Antibodies are indispensable tools in protein engi-

neering and structural biology. Antibodies suitable for
structural studies should recognize the three dimensional

conformations of target proteins. Generating such anti-

bodies and characterizing their complexes with antigens
take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effort. Here, we

Mi Sun Jin

Associate Professor
Membrane protein
Structural and functional
biology Laboratory
E-mail. misunjin@gist.ac.kr
Tel. 062)715-3562
http://life.gist.ac.kr/mpsf/

show that we can expand the application of well-charac-

terized antibodies by “transplanting” the epitopes they
recognize to proteins with completely different strucMi Sun Jin

tures and sequences. Previously, several antibodies have

been shown to recognize the alpha helical conformation

of antigenic peptides. We demonstrate that these antibodies can be made to bind to a

variety of unrelated “off-target” proteins by modifying amino acids in the pre-existing
alpha helices of such proteins. Using X-ray crystallography, we determined the structures of the engineered protein-antibody complexes. All the antibodies bound to the

epitope-transplanted proteins forming accurately predictable structures. Furthermore,

we showed that binding of these anti-helix antibodies to the engineered target proteins
can modulate their catalytic activities by trapping them in selected functional states.

Our method is simple, efficient and will have applications in protein X-ray crystallography, electron microscopy and nanotechnology.

[그림] 헬릭스 항체 엔지니어링 기술 (왼쪽) 및 활용 예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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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 헬릭스 항체를
이용한 단백질 구조
규명 방법 개발
항체는 구조연구가 어려운 세포막 단백
질에 결합하여 단백질의 성질을 변형시
켜 주기 때문에 구조 규명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응용 가능
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항체를 이용한
단백질 구조연구는 여전히 활발하지 못
함. 그 이유는 단일클론항체를 생산하
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항
체 생산에 필요한 수mg 수준의 정제된
표적단백질 생산이 어렵기 때문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에 이미 개발된 항체가 전
혀 다른 구조의 새로운 표적에도 결합
할 수 있도록 항체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하였음. 새로운 표적단백질에 대해
서도 기존에 있는 항체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체개발에 필요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본 연구
팀은 알파헬릭스 구조에 결합하는 항체
를 이용함. 알파헬릭스 구조는 대부분
의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구조이며 세
포막 단백질은 거의 모두 알파헬릭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알파헬릭스는
서열만 서로 다를 뿐 대부분의 경우 거
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알파헬릭스 부분의 아미노산 서열을 기
존의 항체에 결합하는 서열로 바꾸어주
면 항체 결합이 가능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세포막 단백질
에 알파헬릭스 결합부위를 이식하면 기
존 헬릭스 항체에 결합한다는 것을 보
여주었음. 또한, 항체가 결합하는 방향
과 구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
한 나노 구조체를 디자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7

Out-licenses innovative
new drug candidates to ANYGEN
Jae Il Kim
Professor

기술이전

Biomembrane molecular
functional regulator
discovery Laboratory

Professor Jae Il Kim at GIST out-licensed patents for

global innovative new drug candidates to ANYGEN.

These patents which were jointly applied by Professor

E-mail. jikim@gist.ac.kr

Jae Il Kim’ team and ANYGEN include a novel peptide

Tel. 062)715-2494

carrier for the treatment with both anticancer and an-

https://life.gist.ac.kr/nmr/

tiviral activity targeting Nucleolin, peptide antibiotics

for the treatment of multi-drug resistant bacteria, long
lasting exenatide derivatives for diabetes and obesity,

애니젠에 7개 혁신신약
특허 기술이전
계약 완료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김재일 교
수팀과 애니젠이 공동 명의로 출원한 글
로벌 혁신 신약에 관한 국내외 특허를
애니젠 단독의 권리 소유 및 이를 실용
화하기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2020년 7
월 1일에 완료하였다.
이번 계약은 뉴클레오린 (Neucleolin)
표적 신규 항암·항바이러스 치료용 펩
타이드 운반체, 다제내성 슈퍼 박테리아
치료용 펩타이드 항생제, 약물 효능 지
속시간을 향상시킨 항당뇨 및 항비만용
엑세나타이드 유사체, 고아-지피씨알
(orphan-GPCR) 표적 난치성 대사질환
펩타이드 치료제, 인간 세포 유래 세포
막 투과 펩타이드 도메인을 이용한 세포
내 약물전달 시스템 등 7개신약 특허다.
이번에 체결한 기술이전의 계약기간은
이전한 각각의 기술에 대한 특허권 만료
기간까지다.
김재일 교수는 “뉴클레오린 (Neucleolin) 표적 신규 펩타이드 항암 운반체 기
술은 파클리탁셀과의 컨쥬게이트를 이
용한 동물실험에서 현재 처방되고 있는
파클리탁셀 약물량의 십분의 일에 해당
하는 저농도에서도 삼중음성 유방암과
대장암에 매우 우수한 항암효과를 보였
고 그외 특허 기술 또한 전문 의약 기관
을 통해 동물실험을 진행하거나 유의미
한 치료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애니젠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들 특허들에 대한 비임상 독성연구를
수행하고 이후 임상시험 및 글로벌 제약
사와의 본격적인 기술이전을 진행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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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rapeutic peptide for metabolic diseases targeting
Jae Il Kim

orphan GPCR, a novel cell penetrating peptide with development of intracellular drug delivery system etc.

Professor Jae Il Kim said, "The new peptide ligand targeting nucleolin specifically

binds to cancer cells. The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new peptide in the future can
be used for early diagnosis of cancer and is expected to enhance the efficacy of existing anticancer drugs and reduce side effects.”

This out-licensing contract is until the expiration date of each patent right.

Meanwhile, ANYGEN is going to conduct non-clinical trials on these candidates

from first half of next year and planning out-licensing to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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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inhibiting or
treating for Sarcopenia or muscle atrophy
기술이전
Skeletal muscle, which comprises 30% of body mass,
is composed of multinucleated muscle fibers, which are
formed by fusion of mononuclear muscle cells. Skeletal
muscle plays a pivotal role in locomotion activity and
metabolic homeostasis, such as glucose consumption.
Sarcopenia is produced by the naturally occurring loss
of skeletal muscle mass and function by aging. This
geriatric disease is becoming prevalent due to growth
of the elderly population (over than 60 years), which is
expected to account for approximately 30% of the whole
population in 2050. Debilitation in skeletal muscle not
only impairs quality of life, but also significantly reduces
mortality in elder people. Currently, exercise therapies,
Darren R.Williams
nutritional supplements, anti-inflammatory drugs, and
hormonal therapies are prescribed for patients with sarcopenia. However, these prescriptions can be limited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physical or disease condition.
In this research, we identified novel indirubin derivatives
7C and 13C as new therapeutic candidates for aging-induced muscle loss. Both compounds did not affect the
proliferation of murine myoblast cell (C2C12 myoblasts)
meaning they do not have severe cytotoxicity. In dexamethasone-induced muscle atrophy, which is a frequently used experimental model for muscle atrophy, both
compounds significantly ameliorated reduction of myotube diameter in C2C12 myotubes. Detailed fiber distributional analysis using fluorescence staining validated
Yong-Chul Kim
that the decreased proportion of larger myotubes by
dexamethasone treatment was recovered by both 7C and 13C treatment. Especially for
Compound 7C, dexamethasone-mediated upregulation of muscle E3 ligase FBXO32
(Atrogin-1) was inhibited by this chemical treat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novel
indirubin derivatives
7C and 13C have anti-atrophic effects in
skeletal muscle. This
small molecule-based
approach for skeletal muscle wasting
is attractive for drug
development because
it is simpler to administrate, adjust, and
optimize compared to
previous peptide- and
oligonucleotide-based
thera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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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감소증 또는
근위축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근육조직은 전체 체질량의 30%~50%
를 차지하며, 신체활동 뿐아니라 혈당
량과 체온조절 등 항상성 유지 및 대
사작용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노
화에 의해 근육양과 기능이 점진적으
로 퇴화되는 질환을 노인성 근감소
증 (sarcopenia)라고 하며, 세계인구
의 고령화에 의해 그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한, 근감소증상을 보이는 노인 및 환자
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
여 생존기간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
이 나타났다. 본 연구진은, 인디루빈 유
래의 신규화합물 7c와 13c를 근육감
소증 모델에 적용하여 그 효능을 평가
하였다. 마우스 유래의 근육모세포인
C2C12 세포주를 이용한 세포증식 실
험 결과, 두 화합물 모두 독성을 나타
내지 않았다. 또한, 근육감소증 유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덱사메타존을 이
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덱사메타
존 처리 시, 30%가량 감소되었던 근섬
유의 두께가 7c와 13c 처리군 모두에
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화합물 7c의 경우, 근육감소를 일
으키는 대표적인 인자인 E3 Ligase
FBXO32(Atrogin-1)의 과발현을 억제
하는 효능을 보였다. 본 연구진은, 신규
화합물 7c와 13c의 생물학적 활성을
마우스 유래의 근육모세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두 약물 모두 근
육섬유의 감소를 완화시켰으며, 효과를
보인 농도범위 내에서 심각한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근육감소증 치료를 위한 후
보 약물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환자의
삶의 질 및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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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GIST 교수
신약개발 창업기업 펠레메드,
65억원 시리즈 A 투자 유치
김용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가 창업한 글
로벌 혁신 신약 전문기업 펠레메드가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스프링캠프, 디티앤인베스트먼트, LSK인베스트먼트, 대교인
베스트먼트, KDB산은캐피탈로부터 65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유치로 펠레메드는 유전자 돌연변이 내성으로부터 위험
성을 낮춘 혁신 신약 설계기술을 적용한 내성 폐암, 혈액암,
췌장암의 해외 비임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펠레메드의 혁신 항암 기술이 적용된 PLM-101은 단일분자
치료 약물로서 획득내성 암종의 신규 표적 및 면역항암 표적
에 작용하는 이중 효능 항암제다. 기존 표적 항암제의 반복
투여로 돌연변이와 획득내성 저항성이 유발된 난치성 암종에
강력한 치료 효능을 가진다.
표적 키나아제의 돌연변이 발생 위험이 낮은 부위에 결합하
여 장기 투여에도 돌연변이 내성 발생 확률이 낮은 약물이며
내성 발생으로 치료제가 거의 없는 난치성 폐암, 혈액암, 췌
장암에 대한 세계 최초 혁신 항암신약으로 개발 중이다.
펠레메드의 난치성 내성 암 치료제 개발 기술의 핵심은 자체
신약 플랫폼인 펠레셀렉트다.
펠레셀렉트는 돌연변이에 의해 활성화된 키나아제의 구조를
예측해 돌연변이 위험이 낮은 약물을 설계하는 정밀 약물설
계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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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구조의 효소부위에 결합하는 약 7만5000 종의 신규
물질과 25종의 키나아제 구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되어 있으며 또한, 다수의 FDA 승인된 표적항암제를 포함한
80여 종의 핵심 결합구조그룹도 확보한 상태다.
펠레메드는 난치성 암종 치료제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펠레셀렉트를 기반으로 하는 돌연변이 위험이 낮은 신규 후
보물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AI 신약개발 기술
을 적용하여 신경계, 면역계 및 감염 질환 분야의 치료제 개
발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김용철 교수는 “펠레메드는 기존 항암제에 대한 돌연변이 및
획득내성으로 경쟁 치료제가 없는 난치암 환자들을 위한 치
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기존 치료제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타겟 기전과 돌연변이로부터 안전한 방식이 우수
한 치료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PLM-101 물질연구 개시와 플랫폼구축 기술을
축적한 펠레메드는 PLM-101의 국내 및 PCT 특허를 기반으
로 2019년 5월 본격 창업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김용철 대표와 장수연 대표의
각자대표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펠레메드는 중소벤처기
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빅3 분야 사업화 및 R&D 과제에
선정되어 비임상 연구를 수행 중이다.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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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효능은
높이고 부작용 줄인
암세포 표적 펩타이드
운반체 발굴
급격한 인구 노령화에 따라 암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
다. 암의 조기 진단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로 암환자의 생존률
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항암치료의 부
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정상 세포에는 작용하지 않지만 종양 세포에 특이적으
로 결합하는 암 세포 특이적 결합 펩타이드 리간드 발굴과 이
를 통한 새로운 암 진단 및 치료 물질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펩타이드는 생체 적합성이 높고, 대사산물의 독성이 적으며
화학적 변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리간드란 수용체와 같은 큰 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물
질로, 생체내의 중요한 요소이자 의약품의 개발 및 사용에 있
어서도 큰 역할을 한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생명과학부 김재일
교수와 남정석 교수 공동 연구팀은 뉴클레오린(Nucleolin,
NCL)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신규 펩타이드 리간드(AGM330)를 발굴했다. 뉴클레오린(NCL)은 암세포의 표면에 특이
적으로 과발현되는 단백질이며, 종양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바이오마커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뉴클레오린
(NCL)에 결합하는 신규 펩타이드 리간드(AGM-330)의 발굴
은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사람의 유방암이 유도된 동물모델에서 항암제인 파
클리탁셀(Paclitaxel, PTX)이 연결된 신규 펩타이드 리간드
(AGM-330-PTX)를 투여하였을 때, 파클리탁셀(PTX) 단독

처리군보다 종양 억제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을 검증했다. 따라
서 신규 펩타이드 리간드(AGM-330)는 항암제의 효능을 증진
시키는 운반체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클리탁셀(PTX)은 난용성 항암제로 계면활성제와 같
은 독성을 가진 제제와 함께 사용되지만, 신규 펩타이드 리간
드(AGM-330)를 연결함으로써 파클리탁셀(PTX)의 물에 대
한 용해도가 개선되어 독성 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
서 신규 펩타이드 리간드(AGM-330)는 항암제 자체의 독성
뿐 아니라 독성 제제로 인한 부작용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김재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신규 펩타이드 리간드(AGM330)가 암 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면서, “신규 펩타이드 발굴과 개발은
향후 암의 조기 진단에 사용될 수 있으며 기존 항암제의 효능
을 증진시키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
했다.
지스트 생명과학부 김재일 교수 및 남정석 교수가 주도하고
김재현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본 연구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IST GRI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
으며, 관련 논문은 생물 의학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인 테라
노스틱스(Theranostics)에 2020년 7월 14일자 온라인 게재
됐다.
출처 : 베타뉴스(http://www.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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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4명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유공 표창

왼쪽부터 조정희 교수, 조지영 교수, 주영일 책임행정원, 최창훈 선임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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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과학의 날(4월 21일), 제65회 정보통신의 날(4월 22
일)을 맞아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총 4명이 과학기술진
흥 유공 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영일 책임행정원은 우수 학생 유치와 과학영재의 조기 발
굴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인력을 양성하고, 구매시스템과 재무
회계 시스템 정비로 기관발전에 이바지했다.

생명과학부 조정희 교수는 전공 분야인 생식 및 발생학 분야
에서 현재까지 총 80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창훈 선임행정원은 다양한 연구 협업 토대를 마련하고, 원
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소재공학부 조지영 교수는 학제를 넘어선 융합연구를 통해
고체 물리의 중요 축인 강유전체, 압전체, 열전 물질들의 박
막 물성 연구 및 신소재 개발에 크게 앞장섰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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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수 GIST 교수,
제3회 라이나 50+어워즈 생명존중 부문 수상

전장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가 라이나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 '제3회 라이나
50+어워즈' 생명존중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3회째를 맞은 라이나 50+어워즈는 라이나생명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상으로, 50+세대 학문 연구와 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생명존
중상·사회공헌상·창의혁신상으로 나눠 시상하며 부문별 1
위 상금은 1억원이다.

전 교수는 50+세대에게 많이 발병하는 퇴행성관절염과 관절
연골 콜레스테롤의 상관관계를 동물실험을 통해 세계 최초로
입증, 퇴행성관절염 예방과 치료제 개발의 실마리를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전 교수는 "100세 시대를 맞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잘 사는 연구를 지속 수행해 삶의 질 개선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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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GIST 교수,
국제학술지 'JMC'편집자문위원 선임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김용철 생명과학부 교수가 국제학
술지 ‘저널 오브 메디시널 케미스트리(JMC)’ 편집자문위원으
로 선임됐다고 18일 밝혔다. JMC는 미국화학회(ACS)가 발
간하는 의약화학 분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
술지다.

의약화학 분야 전문가인 김 교수는 1995년 서울대에서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국립보건원(NIH) 방문연구원을 거
쳐 2001년 GIST 교수로 부임했다. 현재 대한약학회 약품화
학분과학회장과 GIST 인공지능고효율신약개발연구센터장,
합성신약개발기업 ‘펠레메드’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교수는 올해 1월부터 3년간 편집자문위원으로서 학술지
의 정책이슈를 조언하고 유망주제를 제안한다. 신약해설 논
문을 제안하고 연례 편집자문위원 미팅 참석 등의 임무를 수
행하게 된다.

김 교수는 “의약화학 및 신약개발 분야 최고 권위 저널의 편
집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 의약화학 연구의 진보와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사이언스(http://dongascie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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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

제약·바이오 전문기업 애니젠(대표 김재일)은 중소벤처기업
부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최종 55개사
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는 소재·부품·장
비 분야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으로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로 구분된다.
애니젠은 총 1064개사가 신청한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에
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및 기술평가, 대국민 공개평가
를 거쳐 최종 55개사로 뽑혔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기초화학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연구·개발(R&D), 벤처
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인력, 수출, 마케팅 등에 5년간 최대
18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애니젠은 김재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가
지난 2000년 설립한 교수 창업 기업으로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 아미노산 기반 항암·항당뇨제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코스닥에 상장됐으며 충북 오송과학단지에서 펩타이
드 원료의약품과 신약개발 임상용 펩타이드를 생산하고 있다.
김재일 대표는 "펩타이드 원료의약품 생산과 신약 임상 위탁
생산, 혁신 신약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면서 "신약 임
상용 펩타이드의 대량생산 및 펩타이드 혁신 신약을 개발하
는 글로벌 펩타이드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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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빛낸 기초연구자에 박선영 경북대
교수·정명화 서강대 교수 등 10인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선영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교수, 정명화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백진희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원, 이성근 충북
대 미생물학과 교수, 전장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김찬 차의과대 종양내과 교수, 정가영 성균관대학교 약학부 교수, 김상우 성균관대 신
소재공학부 교수, 고흥조 GIST 신소재공학부 교수와 장성연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등 10인을 2019 올해의
기초연구자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박선영 경북대 교수와 정명화 서강대 교수 등 10인이 올해의
기초연구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통해 우수 기초
연구 성과를 이룬 2019년 ‘올해의 기초연구자’ 10명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박선영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교수와
정명화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박 교수는 사용 금지
된 오존층 파괴물질 ‘프레온가스’가 중국 동부에서 배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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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대기 관측을 토대로 밝혀냈다. 정 교수는 자성메모리
속에 숨겨진 새로운 자기장 상호작용을 찾아 자성메모리의 속
도와 저장 용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백진희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및사
회성연구단 연구원과 이성근 충북대 미생물학과 교수, 전장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백 연구
원은 동물실험을 통해 머릿속 공포를 시각자극으로 지우는 방
법을 개발했다. 이 교수는 남극 해양의 탄소순환이 식물플랑
크톤과 연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 교수는 원인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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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시종 KAIST 수리과학과 교수, 권선경 한국연구재단 연구원, 박헌주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장, 채수일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
지원팀장, 최은영 서울대 의대 교수(왼쪽부터) 등 5명도 함께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하지 않던 퇴행성관절염의 요인 중 하나가 콜레스테롤이라는
연구결과를 올해 2월 발표했다.

기 위해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내에 우수연구 성과 항목을 새로
열고 연구내용을 쉽게 소개하기로 했다.

의약학 분야에서는 김찬 차의과대 종양내과 조교수와 정가영
성균관대학교 부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면역세포가 암세
포를 공격하게 하는 단백질 ‘스팅’의 또 다른 치료 원리를 찾아
냈다. 정가영 성균관대 약학과 교수는 약물을 세포에 전달하는
'G단백질수용체'의 작용 과정을 밝혀냈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초가 튼츤한
과학기술강국을 위해서는 기초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가겠다”며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고 도전
적 연구를 지속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공학 분야에서는 김상우 성균관대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정보
통신기술(ICT) 융합 부문에서는 고흥조 GIST 신소재공학부 교
수와 장성연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가 각각 이름을 올
렸다. 김 교수는 2차원 물질 그래핀의 표면에 정전기를 일으켜
전기 특성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고 교수는 울퉁불퉁한
표면에 전자소자를 붙이는 기술을 선보였다. 장 교수는 다양한
색상을 내는 태양전지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기에 기초연구 진흥 및 우수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초연구
정책을 수립하고 자문하는 활동을 통해 기여한 곽시종 KAIST
수리과학과 교수, 권선경, 한국연구재단 연구원, 박헌주 한국연
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장, 채수일 한국연구재단 집단
연구지원팀장, 최은영 서울대 의대 교수 등 5명도 올해의 기초
연구자와 함께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중에 올해의 기초연구자들을 모아 시
상식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우수성과를 만들
고 기초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부와 연구자의 역할 및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또 기초연구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

2019년 올해의 기초연구자는 연구 분야별 성과 우수성을 갖
추고 기초연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고
포상 추천 심의위원회를 거쳐 1차 후보자 추천안을 도출했다.
이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정했다.
출처 : 동아사이언스(http://dongascience.donga.com/)
구분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

School of Life Sciences, GIST(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성명

소속 및 직위

박선영
정명화
백진희
이성근
전장수
김찬
정가영
김상우
고흥조
장성연

경북대학교 부교수
서강대학교 교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충북대학교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차의과학대학교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
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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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2019.12.10.

지스트 박성규 교수,
2019 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보건복지부장관상’수상
12월 10일 ‘2019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열려
박성규 교수, 다년간에 걸쳐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기술과 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물개발 성과 등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기선, 지스트) 생명과학부 박성규 교
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2019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
다.

박성규 교수는 다년간에 걸쳐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기
술과 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물개발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세계적 권위의 다수 학술지들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학문적인 연
구성과 뿐 아니라 연구 실용화의 초석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

본 시상식은 12월 10일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개최되었으
며, 지스트 박성규 교수 등 장관표창 36명을 포함해 총 41명
에게 정부포상이 이뤄졌다. 박성규 교수는 우수연구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성규 교수는 현재 간염바이러스 억제 약물에 대한 임상 진
입을 위해 서울대병원(김윤준 교수팀), 차병원(조유리 교수
팀) 및 삼일제약(허승범 사장)과 공동 연구를 통해 비임상 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상 1상을 준비 중이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2019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
부포상 시상식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공감대
를 확산시키고,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연
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사이다.

박성규 교수 공동연구팀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간염바이러스 치
료제의 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 독성시험을 거쳐 1년 이내 임
상시험용 신약으로 승인되는 것을 목표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본 행사는 2002년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장상을 시작으로 2005년 국무총리상, 2006년 대통령상,
2010년 대통령표상, 2016년 녹조근정훈장을 시상하는 등
보건산업 분야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시상식의
격을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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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교수는 “이번 개발 연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아낌
없는 지원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현
재 개발중인 다양한 치료제 후보 기술의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들에 대한 적용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워커(http://www.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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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박찬호 교수,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으로 위촉

왼쪽부터 생명과학부 김용철 교수와 융합기술학제학부 박찬호 교수

GIST(지스트, 총장 김기선) 생명과학부 김용철 교수와 융합
기술학제학부 박찬호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으로 위
촉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소관 분야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과
제 평가 후보자 추천, 온라인 평가 결과 검토, 기획 및 예산
배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연구과제 신규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용철 교수는 신약단 화합물의약 분야, 박찬호 교수는 에너
지·환경단 연료전지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2021년 6월까지
1년 8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School of Life Sciences, GIST(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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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전장수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됐다
20년 넘게 퇴행성 관절염 발병기전 연구
네이처 등 세계 최고 권위지 잇따라 발표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스트) 생명과학부 전장수 교수가 한
국과학기술한림원 신입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진해 발병원인 규명과 이를 토대로 한 제어·치료법 개발에
큰 획을 긋겠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20여 년 동안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기전을 연구,
그 결과를 네이처(Nature, 2019년), 셀(Cell, 2014년), 네이
처 메디신(Nature Medicine, 2010년) 등 세계 최고의 귄위
지에 잇따라 게재하며 퇴행성 관절염 분야 기초연구에 있어
탁월한 업적을 달성했다.
전 교수의 이러한 연구업적은 특히, 순수 국내 연구진에 의해
도출돼 한국 생명과학의 위상을 드높였고, 퇴행성 관절염 분
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근본적인 예방과 치료방법 개발의 가
능성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림원 정회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선
도적 연구성과를 내고 해당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림원 회원 3인 이상의 연대 추천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회,
대학교, 연구소 등 과학기술관련 기관 대표의 추천을 받아 자
료검토위원회, 예비심사위, 회원심사위 등 3단계를 걸쳐 선
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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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86명이 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는 489명이 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출된 신입 회원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며, 신입 정
회원패 수여식은 2020년 1월1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더플
라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 교수는 "매우 영광"이라며 "퇴행성 관절염 연구에 더욱 정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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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전영수 교수
공동연구팀,
‘세포 내 물질수송의
정확성 기전’ 규명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는 세포 로지스틱스 연구센터 전영
수 교수(생명과학부)와 미국 Dartmouth(다트머스) 대학 공동 연
구팀이 ‘세포 내 물질수송의 정확성이 세 종류 단백질의 고유한
조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세포 내 물질수송의 정확성이 스네어
(SNARE)라는 단백질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기존 이론을 반
박하고, 향후 세포 내 물질수송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네어’(SNARE)는 소낭과 세포소기관의
생체막 사이의 막융합을 매개하는 단백질을 말한다. 소낭에 존
재하는 한 종류의 SNARE와 세포소기관에 존재하는 세 종류의
SNARE 단백질이 서로 꼬여서 지퍼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낭과
생체막 사이의 막융합을 매개한다.
세포 내 물질수송은 세포의 생성 및 생장, 또는 호르몬 및 성장
인자 등의 분비를 위해 세포 내부에서 단백질이나 지질을 수송
하는 과정을 말한다. 단백질이나 지질은 세포의 모든 장소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및 지질의 세포 내 수송은 세포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세포 내 물질수송이 정확하게 일어
나지 않는다면 세포의 생존자체를 위협할 수 있고, 다양한 질환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포 내에서의 물질수송은 주로 소낭에 의해 싸여서 일어난다.
한 세포 내 장소에서 생성된 소낭은 세포질을 경유해서 특정 세
포 내 장소로 정확하게 이동하여 해당 장소의 생체막과 막융합
을 함으로써, 소낭 내부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을 최종 목적지에
수송하게 된다. ‘소낭’이란, 세포 내에 존재하는 직경 50 나노미
터 내외의 인지질로 둘러싸인 막구조체다. 세포는 이러한 소낭
을 이용해 하나의 세포소기관에서 다른 세포소기관으로 단백질
이나 지질을 담아서 수송한다.

하지만 소낭이 어떻게 최종 목적지에 정확하게 이동해서 막융
합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작동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다만, 2013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드만 교
수는 스네어 가설(SNARE hypothesis)을 통해 스네어 단백질
이 소낭의 최종 목적지를 나타내는 주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
안한 바 있다.
소낭과 생체막간의 막융합을 매개하는 단백질에는 스네어 단백
질 이외에도 SM 단백질, NSF, a-SNAP 등 여러 단백질이 존재
한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이런 단백질들의 주요 기능은 스네어
단백질에 의한 막융합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소낭에 존재하는 스네어 단백질, 세포소기관에
존재하는 스네어 단백질, 그리고 각각의 스네어 단백질에 결합하
는 SM 단백질이 독특한 조합을 이뤄 작동할 경우에만 소낭과 세
포소기관 간 막융합이 가장 높은 효율로 일어날 수 있음을 입증
했다. 따라서 세포는 제한된 종류의 스네어 단백질과 SM 단백질
을 가지고도 이들 단백질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세포 내 물질수
송의 다양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영수 지스트 교수는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세포내 물
질수송이 어떻게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
론을 제시한 것”이라며 “세포 내 물질수송의 결함으로 인해 야
기되는 다양한 질환의 치료법을 찾는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적 권위의 학술지인 ‘미국학술원회보
(PNAS IF=9.6)’ 저널에 11월 4일자 온라인에 게재됐다.
출처 :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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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심근경색 치료용
줄기세포 보호 수화젤 전달체 개발
국내 연구진이 심근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 보호 수화
젤 전달체를 개발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 김기선)은 이재영 신소재공학부 교
수와 다런 윌리엄스 생명과학부 교수팀이 공동으로 중간엽 줄
기세포를 담지한 그래핀·알긴산 마이크로 수화젤이 심근 경색
이후 심장 조직 재생을 돕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화그래핀 농도와 환원시간 조절을 향상시켰으며 중간엽 줄기
세포는 산화스트레스 환경에서도 높은 생존율을 보여 심근세포
생존 및 생착율을 개선했다.
이재영 교수는 "새로 개발한 세포 전달 시스템은 심근경색뿐 아
니라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줄기세포 전달용 플랫
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혈관생성 등을 촉진하는 다양한 성장 인자와
면역조절에 관련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심장을 재생한다. 주
사기로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할 경우에 생존 및 생착율이 낮
아 치료 효과가 떨어져 새로운 세포전달법 개발이 이뤄져왔다.

<이재영 GIST 교수>

<다런 윌리암스 GIST 교수>

<중간엽줄기세포를 담지한 환원된 산화그래핀 알긴산 마이크로젤의
심근경색 이후 심장조직 재생에 대한 기능 모식도>

연구팀은 항산화능을 갖는 주사형 마이크로사이즈의 산화그래
핀·알긴산 수화젤에 세포를 담지해 심근경색 이후 발생하는 산
화스트레스 환경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보호하고 치료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동물실험 결과 항산화능 수화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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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속 청소 돕는
단백질 복합체 구조 규명
Vac8-Nvj1 단백질 복합체의
아치 모양 4차 구조

Vac8-Atg13 단백질 복합체의
나선 모양 4차 구조

<결합 단백질에 따른 Vac8 단백질의 4차 구조 변화>

세포 속 노폐물이나 바이러스를 청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 복합
체의 구조가 처음으로 규명됐다. 파킨슨병이나 치매, 암, 노화 등의 치
료법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따르면 GIST 생명과학부 전영수 교수
(세포 로지스틱스연구센터장)와 울산 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부
이창욱 교수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자가포식이 단백질의 4차 구조를
통해 선택적으로 조절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우리 몸은 세포 속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
가 들어오면 불필요한 물질은 세포 안 리소좀이라는 공간(주머니)에
서 스스로 분해하는 '자가포식'을 시작한다.
자가포식은 악조건에서 살아남으려는 세포의 반응 중 하나로, 세포가
제몸 일부를 스스로 잡아먹는 것을 의미하며 세포가 항상 일정한 상
태를 유지해 생존하기 위한 작용이다. 이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파킨
슨병이나 치매같은 퇴행성 신경질환, 염증성 소화기질환, 암, 노화 등
이 발생할 수 있다.
세포 내 불필요한 물질을 골라내 리소좀까지 옮기는 데는 다양한 단
백질이 관여한다. 대표적으로 'Vac8 단백질'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단
백질이 어떤 단백질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자가포식 유형이 결정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영수 교수(왼쪽)와 울산 과학기술원(UNIST) 이창욱
교수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자가포식이 단백질의 4차 구조를 통해 선택적으로
조절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를 들어 Vac8 단백질이 Nvj1 단백질과 결합하면 세포 핵 일부분을
분해하는 자가포식이 작동하는 반면 Atg13 단백질과 결합하면 세포
질 가수분해 효소를 리소좀으로 수송하는 Cvt 경로를 작동시킨다. 하
지만 Vac8가 단백질이 이들 단백질과 결합하는 구체적인 원리는 밝
혀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단백질 결정을 이용한 X-선 결정법과 X-선 소각 산
란분석법을 이용해 Vac8 단백질이 결합하는 단백질에 따라 4차 구조
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달라진 구조에 따라 자가포식의 유
형도 결정됐다
연구팀은 효모를 이용해 Atg13 단백질 결합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돌
연변이를 유도해 검증도 진행했다. 실험결과 Atg13 결합 구조에 문제
가 생기자 PMN 자가포식은 나타났지만 Cvt 관련 반응은 나타나지 않
았다. 단백질 4차 구조에 이상이 나타나면 특정 자가포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GIST 전영수 교수는 "하나의 단백질
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자가포식 과정을 선택적으로 매개할 수 있
는 지를 규명한 것이 가장 큰 연구성과"라며 "단백질 4차 구조를 이용
해 파킨슨병이나 치매, 암, 노화 등 자가포식 관련 질환의 치료법을 찾
는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세포 로
지스틱스 연구센터)과 GIST 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성
과는 자가포식 연구분야 최고 권위학술지인'오토파지(Autophagy)' 저
널에 9월12일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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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Mining Laboratory
생명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

Sunjae Lee
Assistant Professor
E-mail. leesunjae@gist.ac.kr

In public health sector, chronic diseases, including diabetes, cardiovascular disease,

and liver disease, are the most life-threatening diseases, projected to account
for 73% of worldwide deaths at 2017. However, complex aetiologies of chronic

Tel. 062)715-2505

diseases have hampered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and therapeutic strategies.

https://sites.google.com/view/
gist-life-mining-lab/home

how dysregulation of human microbiome and metabolism causes chronic diseases,

In our lab, we are aiming to employ systems biology approaches to understand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diagnosis and therapeutics for the chronic diseases.
Human microbiome-based diagnostics and therapeutics

Recently it has been found that westernized diets and sedentary lifestyle altered

normal gut microbiome and increased the risk of chronic diseases by promoting

dysbiotic microbiome. However, many challenges in human microbiome studies
has impeded the development of microbiome-based diagnosis and therapeutics,

including the difficulty of quantification of microbial species from the metagenomic
samples. In our lab, we are aiming to develop the methodologies of quantitative

microbiome profiling (QMP) for the precise diagnosis. Based on microbial profiles

of clinical cohorts, we are also aiming to find microbial species (i.e. probiotics) and
derived molecules (i.e. postbiotics)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diseases.

Figure 1. an overview of quantitative microbiome profiling

24

2020 NEWSLETTER

Life Mining Laboratory
생명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

Systems biology of host-microbiome interactions to identify druggable targets

Complex and dynamic nature of human physiology, including metabolism, has

been overlooked due to the lack of systems and quantitative approaches. In our

lab, we will devise systems approaches for the understanding host and microbial
metabolism, eventually their metabolic interactions, aiming to identify possible
biomarkers and druggable targets. In addition, we will also investigate multi-

omics data of clinical cohorts to better characterize human physiology, especially
regarding to host-microbiome interactions.

Figure 2. Systems biology approach to identify biomarkers and druggable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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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근

Woo Keun Song

Cell Dynamics and Imaging Lab.

life.gist.ac.kr/cell/

2560

박철승

Chul-Seung Park

Lab. of Molecular Neurobiology

life.gist.ac.kr/mnl/

2566

박우진

Woo Jin Park

Bio-remodeling and Gene Therapy Lab.

life.gist.ac.kr/brgt/

2564

엄수현

Soo Hyun Eom

Protein Structure & Function Lab.

life.gist.ac.kr/xray/

2519

김재일

Jae Il Kim

Biomembrane Molecular Functional Modulator Discovery Lab.

life.gist.ac.kr/nmr/

2569

전장수

Jang-Soo Chun

Osteoarthritis Research Lab.

life.gist.ac.kr/cdl/

2545

조정희

Chunghee Cho

Reproductive Biomedicine and Gene Discovery Lab.

life.gist.ac.kr/rbgd/

2565

김용철

Yong-Chul Kim

Drug Discovery Lab.

life.gist.ac.kr/ldd/

2558

박지용

Zee Yong Park

Functional and Medicinal Proteomics Lab.

life.gist.ac.kr/mass/

2526

전창덕

Chang-Duk Jun

Immune Synapse & Cell Therapy Lab.

life.gist.ac.kr/isct/

2567

심해홍

Haihong Shen

RNA Genomics and Epigenetics Lab.

life.gist.ac.kr/gistrna/

2513

송미령

Mi-Ryoung Song

Neural Development and Function Lab.

life.gist.ac.kr/ndl/

2517

김영준

Young-Joon Kim

Lab. of Molecular Neuroethology

gistflylab.wixsite.com/gistlmn

2897

다런
윌리엄스

Darren R.Williams

New Drug Targets Lab.

life.gist.ac.kr/ndtl/

2537

전영수

Youngsoo Jun

Cellular Logistics and Aging Research Lab.

life.gist.ac.kr/clar/

2478

박성규

Sung-Gyoo Park

Celluar Immunology Lab.

life.gist.ac.kr/tcell/

3551

이광록

Gwangrog Lee

Single Molecular Biology and Cellular Dynamics Lab.

life.gist.ac.kr/smbio/

2557

박대호

Daeho Park

Cell Clearance Lab.

life.gist.ac.kr/cellclearance/

2891

진석원

Suk-won Jin

Developmental Genetics Lab.

life.gist.ac.kr/dgl/

3566

진미선

Mi Sun Jin

Membrane Protein Structural and Functional biology Lab.

life.gist.ac.kr/mpsf/

3563

남정석

Jeong-Seok Nam

Lab. of Cancer Biology

lcb.gist.ac.kr/

2894

조경래

Steve K. Cho

Tumor Metabolism & Therapeutic Oncology Research Lab.

life.gist.ac.kr/tmtor/

3674

박지환

Jihwan Park

Functional Genomics Lab.

life.gist.ac.kr/genomics/

2522

이선재

Sunjae Lee

Life Mining Lab.

sites.google.com/view/gistlife-mining-lab/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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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ife Sciences, GIST
Life Sciences' Goal
Research & Education in Selected Areas

Advances in Bio-medical Science and Techonology
Cell &
Molecular
Biology

Uncovering Fundamental
Knowledge in Life System

Biochemistry
& Biophysics

Establishing Solutions for Diseases
based on Molecular Mechanisms
Neuroscience &
Developmental
Biology

Immunology

Application of Basic Research
toward Diagnosis & Therapeutics

Academic Vision

Facilities
15 Labs

ㅣ

7 Labs

ㅣ

School of Life Sciences, GIST(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동물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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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생명과학부
신입생모집

모집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장학제도 및 특전
•입학금외 납입금 전액 국비 지원 및 추가 장학금 지급 (年 석사과정 약 1,449만원, 박사과정 약 2,383만원)
•박사 및 통합과정 병역특례 혜택 (배정인원 범위 내)
•재학생 전원 기숙사 제공 (1~4인실) / 기혼자를 위한 기혼자 아파트
•차별화된 교육환경 (전과목 영어강의, 재학생 장·단기 해외 연수기회 제공, 이상적인 학생대 교수 비율 (10:1))

입학설명회 및 오픈랩
•입시전형 : 년 3회 실시 (봄학기 1차/2차전형 및 가을학기 전형)
•입학설명회 : 매입시 전형시 수시로 진행, 세부일정 및 내용은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
•오픈랩 : 년 3회 실시,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

입학문의
•https://life.gist.ac.kr

I

062)715-2482~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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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g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