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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clear Receptor ESRRA Protects
from Kidney Disease by Coupling
Metabolism and Differentiation
Cell Metabolism Feb. 2021

Vol. 33(2): 1-16. doi: 10.1016/j.cmet.2020.11.011
Kidney disease is poorly understood because of the organ’s
cellular diversity. We used single-cell RNA sequencing not
only in resolving differences in injured kidney tissue cellular
composition but also in cell-type-specific gene expression in
mouse models of kidney disease. This analysis highlighted
major changes in cellular diversity in kidney disease, which
markedly impacted whole-kidney transcriptomics outputs.
Cell-type-specific differential expression analysis identified
proximal tubule (PT) cells as the key vulnerable cell type.
Through unbiased cell trajectory analyses, we show that PT
cell differentiation is altered in kidney disease. Metabolism Jihwan Park
(fatty acid oxidation and oxidative phosphorylation) in PT
cells showed the strongest and most reproducible association with PT cell differentiation
and disease. Coupling of cell differentiation and the metabolism was established by nuclear
receptors (estrogen-related receptor alpha [ESRRA] and peroxisomal proliferation-activated
receptor alpha [PPARA]) that directly control metabolic and PT-cell-specific gene expression
in mice and patient samples while protecting from kidney disease in the mouse model.

RNase H is an exo- and endoribonuclease with
asymmetric directionality, depending on the binding
mode to the structural variants of RNA:DNA hybrids
Gwangrog Lee
Associate Professor

Nucleic acids research Nov. 2021
DOI: 10.1093/nar/gkab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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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se H is involved in fundamental cellular process-

es and is responsible for removing the short stretch of
RNA from Okazaki fragments and the long stretc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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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 from R-loops. Defects in RNase H lead to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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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o lethality in mice and Aicardi-Goutieres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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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umans,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RNase H. To
date, RNase H is known to be a nonsequence-specific

endonuclease, but it is not known whether it performs

other functions on the structural variants of RNA:DNA
Gwangrog Lee

RNase H는 RNA:DNA
하이브리드의 구조적
변이체에 대한 결합
모드에 따라 비대칭
방향성을 갖는 exo- 및
endoribonuclease입니다
RNase H는 세포의 기본적인 과정
인 DNA 복제 및 전사 과정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최근까지 무작위 적
이고 분산적으로 RNA를 분해하는
endonuclease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RNase H는 RNA:DNA
혼성체의 구조에 따라서 다른 결합 모
드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RNA 분
해의 동력학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
이 확인되었다. 단일 가닥 DNA 오버행
의 방향성이 3’일 경우, RNase H는 3’
오버행 접합부에 강한 친화력으로 결
합하였으며, RNase H의 가수분해 속
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우리는 기존에
endonuclease로만 알려진 RNase H
가 3’ 단일 가닥 DNA 오버행이 있을
때, RNA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연속적
으로 분해하는 exonuclease 기능을
한다는 것을 새로이 발견하였다. 반면
에, 단일 가닥 DNA 오버행의 방향성이
5’일 경우, RNase H는 5’ 오버행 접합
부와 키메릭 접합부에 결합하며, 결합
과 해리를 반복하며 RNA를 무작위적
이고 분산적으로 분해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RNase H의 DNA
오버행의 방향성에 따른 비대칭적 분해
활성을 규명하였다.

2

hybrids. Here, we used Escherichia coli RNase H as a

model, and examined its catalytic mechanism and its

substrate recognition modes, using single-molecule FRET. We discovered that RNase
H acts as a processive exoribonuclease on the 3’ DNA overhang side but as a distribu-

tive non-sequence-specific endonuclease on the 5’ DNA overhang side of RNA:DNA
hybrids or on bluntended hybrids. The high affinity of previously unidentified dou-

ble-stranded (ds) and single-stranded (ss) DNA junctions flanking RNA:DNA hybrids

may help RNase H find the hybrid substrates in long genomic DNA. Our study provides new insights into the multifunctionality of RNase H, elucidating unprecedented
roles of junctions and ssDNA overhang on RNA:DNA hyb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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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id raft-disrupting miltefosine
preferentially induces the death of colorectal
cancer stem-like cells
Clinical and Translational Medicine Nov. 2021

Jeong-Seok Nam

Background: Lipid rafts (LRs), cholesterol-enriched
microdomains on cell membranes, are increasingly
viewed as signalling platforms governing critical
facets of cancer progression. The phenotype of cancer
stem-like cells (CSCs) presents significant hurdles
for successful cancer treatment, and the expression of
several CSC markers is associated with LR integrity.
However, LR implications in CSCs remain unclear.
Methods: This study evaluated the biological and
molecular functions of LRs in colorectal cancer (CRC)
by using an LR-disrupting alkylphospholipid (APL)
Jeong-Seok Nam
drug, miltefosine. The mechanistic role of miltefosine in
CSC inhibition was examined through normal or tumour intestinal mouse organoid,
human CRC cell, CRC xenograft and miltefosine treatment gene expression profile
analyses.
Results: Miltefosine suppresses CSC populations and their self-renewal activities
in CRC cells, a CSC-targeting effect leading to irreversible disruption of tumourinitiating potential in vivo. Mechanistically, miltefosine reduced the expression of a
set of genes, leading to stem cell death. Among them, miltefosine transcriptionally
inhibited checkpoint kinase 1 (CHEK1), indicating that LR integrity is essential
for CHEK1 expression regulation. In isolated CD44high CSCs, we found that CSCs
exhibited stronger therapy resistance than non-CSC counterparts by preventing cell
death through CHEK1-mediated cell cycle checkpoints. However, inhibition of the
LR/CHEK1 axis by miltefosine released cell cycle checkpoints, forcing CSCs to enter
inappropriate mitosis with accumulated DNA damage and resulting in catastrophic
cell death.
Conclusion: Our findings underscore the therapeutic potential of LR-targeting
APLs for CRC treatment that overcomes the therapy-resistant phenotype of CSC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the LR/CHEK1 axis as a novel mechanism of APLs.

Laboratory of Cancer

Vol. 11(11): doi: 10.1002/ctm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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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세포막의 미스터리
리피드 래프트:
암세포의 생존을 방해
하는 치료 전략 개발
암 치료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암세포는 항암요법으로도 쉽게 죽
지 않고 살아남아 끊임없이 환자의 건
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암세포가 외부 스트레스에도 끄떡없이
증식할 수 있도록 돕는 암 세포막의 미
스터리를 밝혀냈습니다.
리피드 래프트(Lipid raft)는 세포막
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과 포화 지질
로 인해 구분되어 모여 정렬된 영역이
며, 세포막에서의 다양한 신호전달, 단
백질 분류, 막 수송 등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핵심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
다. 본 연구팀은 리피드 래프트가 정상
세포보다 암세포에 두드러지게 존재하
며, 특히 암 세포막에 리피드 래프트가
많아질수록 암의 재발과 전이 능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보하였
습니다. 또한 구충제 '밀테포신'이 암 세
포막의 리피드 래프트를 파괴함으로써
암세포의 생존 신호를 방해하고 암 재
발 능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
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리피드 래프
트 표적 치료가 난치성 암의 새로운 치
료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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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faximin reduces gut-derived inflammation and
mucin degradation in cirrhosis and encephalopathy:
RIFSYS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unjae Lee

Assistant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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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 변증 발생 및 구강
미생물의 장내 침입
치료 약물 기전 규명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게놈으로 불
릴 만큼 각 개인마다 고유의 마이크
로바이옴 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
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 (microbial
dysbiosis)이 야기될 때에, 다양한 대
사, 염증 질환 등이 발병한다는 것
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많
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있어서 정
밀 마이크로바이옴 프로파일링 즉
species/strain 수준의 정밀 분석에
한계가 발생하여서 정확한 bacterial
physiology를 이해할 수 없었다. 본 연
구에서는 metagenomics species 레
퍼런스를 기반으로 한정밀 마이크로바
이옴 분석 연구를 통해서, 간경 변증 환
자에게서 특정 구강 미생물 균주들이
장내 환경으로 침투함으로써 환자에게
전신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과 특히 리
팍시민 (항생제) 약물이 구강 미생물의
장내 침입을 막아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기전을 규명해 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샷건
메타게놈 (shotgun metagenome),
대사체 (metabolome)등의 멀티오믹
스 분석과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전장
유전체 레퍼런스 구성을 통해, 장-구
강 축(gut-oral axis)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였으며, 베일로넬라(Veillonella),
연쇄상구균(Streptococcus) 등의 구
강 미생물의 장내 침입을 차단하는 것
이 간경변증에 따른 간성뇌증을 막는
데 주요 역할을 했음을 밝혀냈고, 이와
함께 lactate대사체 변화, TNF-alpha,
IL17등의 싸이토카인 변화를 함께 관
찰함으로써, 총체적인 인체 변화를 설
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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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Hepatology Sep. 2021
doi: 10.1016/j.jhep.2021.09.010

Background & Aims: Rifaximin-a is efficacious for
the prevention of recurrent hepatic encephalopathy (HE),
but its mechanism of action remains unclear. We postulated that rifaximin-a reduces gut microbiota-derived
endotoxemia and systemic inflammation, a known driver
of HE. Methods: In a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mechanistic study, 38 patients with cirrhosis and HE
were randomised 1:1 to receive either rifaximin-a (550
mg BID) or placebo for 90 days. Primary outcome: 50%
reduction in neutrophil oxidative burst (OB) at 30 days.
Secondary outcomes: changes in psychometric hepatic
Sunjae Lee
encephalopathy score (PHES) and neurocognitive functioning, shotgun metagenomic sequencing of saliva and faeces, plasma and faecal
metabolic profiling, whole blood bacterial DNA quantification, neutrophil toll-like
receptor (TLR)-2/4/9 expression and plasma/faecal cytokine analysis.
Results: Patients were well-matched: median MELD (11 rifaximin-a vs. 10 placebo). Rifaximin-a did not lead to a 50% reduction in spontaneous neutrophil OB at 30
days compared to baseline (p = 0.48). However, HE grade normalised (p = 0.014) and
PHES improved (p = 0.009) after 30 days on rifaximin-a. Rifaximin-a reduced circulating neutrophil TLR-4 expression on day 30 (p = 0.021) and plasma tumour necrosis
factor-a (TNF-a) (p <0.001). Rifaximin-a suppressed oralisation of the gut, reducing
levels of mucin-degrading sialidase-rich species, Streptococcus spp, Veillonella atypica and parvula, Akkermansia and Hungatella. Rifaximin-a promoted a TNF-a- and interleukin17E-enriched intestinal microenvironment, augmenting antibacterial responses to invading pathobionts and promoting gut barrier repair. Those on rifaximin-a
were less likely to develop infection (odds ratio 0.21; 95% CI 0.05-0.96). Conclusion:
Rifaximin-a led to resolution of overt and covert HE, reduced the likelihood of infection, reduced oralisation of the gut and attenuated systemic inflammation. Rifaximin-a
plays a role in gut barrier repair, which could be the mechanism by which it ameliorates bacterial translocation and systemic endotoxemia in cirr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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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polysaccharide Binding Protein and CD14, Cofactors
of Toll-like Receptors, Are Essential for Low-Grade
Inflammation-Induced Exacerbation of Cartilage Damage in
Mouse Models of Posttraumatic Osteoarthritis
ARTHRITIS & RHEUMATOLOGY Aug. 2021
Vol. 73(8): 1451-1460. doi: 10.1002/art.41679

Jang-soo Chun
Professor

Objective: Osteoarthritis (OA) is initiated by pa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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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stress, metabolic stress, and/or inflammag-

E-mail. jschun@gist.ac.kr

grade inflammation-associated pathogenic mediato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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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c factors produced by multiple stimuli, including

ing.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novel low-

Tel. 062)715-2545

OA.

Methods: Candidate pathogenic molecules were

screened using microarray data obtained from chondroJang-soo Chun

cytes exposed to OA-associated catabolic factors. In
mice with OA generated by destabilization of the medial

meniscus (DMM), low-grade inflammation was induced by a high-fat diet or endotoxemia. Functions of candidate molecules in OA pathogenesis were examined using

primary-culture chondrocytes from mice with DMM-induced OA, following intraar-

ticular injection of adenovirus expressing the candidate gene. Specific functions of
candidate genes were evaluated using whole-body gene-knockout mice.

Results: Bioinformatics analysis identified multiple candidate pathogenic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low-grade inflammation, including components of the Toll-

LBP와 CD14에 의한
골관절염 발병기전 규명

ing protein [LBP], and CD14). Overexpression of the individual TLR signaling com-

골관절염은 관절 주변 국소 조직의 기
계적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비염증성
질환으로 여겨져 왔으나 근래 들어 비
만, 노화와 같이 전신에서 일어나는 낮
은 수준의 염증반응도 골관절염 발병
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
다. 이러한 염증반응의 원인 중 하나
는 lipopolysaccharide (LPS)의 혈액
내 증가와 toll-like receptor (TLR) 신
호전달에 기인한다. 본 연구서는 TLR
signaling 구성인자 중 TLR2, TLR4,
LBP, CD14가 연골세포 퇴행 과정에
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각 유전자들
이 결핍된 생쥐를 이용하여 고지방 식
이 또는 저농도 LPS 복강내 투입을 통
해 낮은 수준의 염증반응을 유도한 후
골관절염 수술을 수행하여 연골조직을
분석한 결과, LBP와 CD14 각 유전자
가 결여된 생쥐의 연골 손상이 정상 생
쥐에 비하여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여
내독성에 의한 낮은 수준의 염증반응
이 LBP와 CD14를 매개하여 골관절염
발병에 기여함을 규명하였다.

like receptor (TLR) signaling pathways (e.g., TLR-2, TLR-4, lipopolysaccharide bindponents in mouse joint tissue did not alter cartilage homeostasis. However, the lowgrade inflammation induced by a high-fat diet or endotoxemia markedly enhanced

posttraumatic OA cartilage destruction in mice, and this exacerbation of cartilage
destruction was significantly abrogated in LBP-/- and CD14-/- mice. Additionally,

LBP and CD14 were found to be necessary for the expression of matrix-degrading enzymes in mouse chondrocytes treated with proinflammatory cytokines.

Conclusion: LBP and CD14, which are accessory molecules of TLRs, are necessary

for the exacerbation of posttraumatic OA cartilage destruction resulting from lowgrade inflammation, such as that triggered by a high-fat diet or endotoxemia.

School of Life Sciences, GIST(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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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rrant activation of the CD45-Wnt
signaling axis promotes stemness and
therapy resistance in colorectal cancer cells
Jeong-Seok Nam

Theranostics Aug. 2021

Laboratory of Cancer

Rationale: Chemoradiation (CRT) is commonly used
as an adjuvant or neoadjuvant treatment for colorectal
cancer (CRC) patients. However, resistant cells manage
to survive and propagate after CRT, increasing the risk
of recurrence. Thus, better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resistant cancer cells is required to achieve better
clinical outcomes.
Methods: Here, we explored gene expression profiling
of CRC patient tumors to identify therapy resistance
genes and discovered that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receptor type C (PTPRC), which encodes CD45, was
Jeong-Seok Nam
increased in remnant tumor tissues after CRT and
correlated with metastasis. Through multiple validations using patient tumors and
CRC cell lines, we found for the first time the increase of CD45 expression in CRC
(EpCAM+) epithelial cells surviving after CRT. Thus, we investigated the biological
role and downstream events of CD45 were explored in human CRC cells and CRC
mouse models.
Results: Increased CD45 expression in cancer cells in pretreated primary tumors
accounts for poor regression and recurrence-free survival in CRT-treated patients.
High CD45 expression promotes CRC cell survival upon 5-fluorouracil or radiation
treatment, while CD45 depletion sensitizes CRC cells to CRT. Intriguingly, CD45 is
preferentially expressed in cancer stem-like cells (CSCs), as determined by spheroid
culture and the expression of CSC markers, and is required for the distinct functions
of CSCs, such as cancer initiation, repopulation, and metastasis. Mechanistically,
CD45 phosphatase activity promotes Wnt transcriptional activity by stabilizing the
β-catenin protein, which collectively enhances stemness and the therapy-resistant
phenotype.
Conclusions: Our results highlight a novel function of CD45 as a mediator of CRT
resistance and provide a potential therapy strategy for CRC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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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의 세렌디피티,
항암치료 효능을 극대화
하는 새로운 치료전략
개발
항암치료를 하면 암 조직은 작아지고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듯 보이지만, 소
수의 암세포가 항암치료의 공격에도
저항하여 살아남아 재발을 일으켜 문
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대
장암 환자 암 조직의 유전체 프로파일
링을 통해 항암치료 저항성 바이오마
커(생체 표지자) CD45를 발굴하였습
니다. CD45는 면역세포 표지자로 알
려져 왔으며, 암세포 내에서의 발현과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
었습니다. 본 연구팀은 CD45를 발현
하는 암세포가 자가재생능력을 지녀
암 조직을 꾸준히 재생성하는 암줄기
세포의 특성을 띠는 것을 밝혀냈으며,
CD45 표적 치료가 암줄기세포의 항
암치료 저항성을 억제하고, 항암치료
이후 일어나는 암재발 능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본 연구
를 통해 항암치료 저항성을 유도하는
CD45의 새로운 역할을 밝혀냈고, 난
치성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
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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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1(18): 8755-8770. doi: 10.7150/thno.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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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ing dedifferentiation of
thyroid cancer by integrated analysis
SCIENCE ADVANCES Jul. 2021
Vol. 7(31): doi: 10.1126/sciadv.abf3657

Understanding of dedifferentiation, an indicator of

poor prognosis for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has been

Jihwan Park
Assistant Professor

Functional Genomics
Laboratory

hampered by imprecise and incomplete characterization

E-mail. jihwan.park@gist.ac.kr

RNA sequencing, we explored the landscape of thy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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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its heterogeneity and its attributes. Using single-cell

Tel. 062)715-2522

cancer at single-cell resolution with 46,205 cells and delineated its dedifferentiation process and suppressive im-

mune microenvironment.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indicated that anaplastic thyroid cancer (ATC) cells were
Jihwan Park

derived from a small subset of papillary thyroid cancer

(PTC) cells. Moreover, a potential functional role of

CREB3L1 on ATC development was revealed by integrated analyses of copy number

alteration and transcriptional regulatory network. Multiple genes in differentiation-re-

lated pathways (e.g., EMT) were involved as the downstream targets of CREB3L1, increased expression of which can thus predict higher relapse risk of PTC. Collectively,

our study provided insights into the heterogeneity and molecular evolution of thyroid
cancer and highlighted the potential driver role of CREB3L1 in its dedifferentiation
process.

단일세포 통합분석을
통한 갑상선암 역분화
연구
예후가 좋지 않은 갑상선암의 진단마
커인 역분화 현상은 그 복잡성과 이질
성 때문에 정확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46,205개의 단일세
포 전사체 분석을 통해 갑상선암 조직
내 역분화 및 종양 면역억제환경에 대
해 연구하였다. 세포 궤도 분석을 통해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ATC 암세포는
일부의 분화성 암세포인 PTC 세포로
부터 유래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CREB3L1이 ATC 진행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사실을 유전자 복제수변
이 및 전사조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CREB3L1은 EMT와 같은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PTC 재
발에도 관여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갑상선암 진행에 대
한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
었으며, CREB3L1 유전자가 갑상선암
세포 역분화 과정에 역할을 하는 새로
운 암유전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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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chanism of gap creation by a
multifunctional nuclease during base
excision repair
Gwangrog Lee
Associate Professor

SCIENCE ADVANCES Jul. 2021

Vol. 7(29): 2375-2548. doi: 10.1126/sciadv.abg0076

Single Molecule Biology
and Celluar Dynamics
Laboratory

During base excision repair, a transient single-stranded

DNA (ssDNA) gap is produced at the apurinic/apyrimi-

dinic (AP) site. Exonuclease III, capable of performing

E-mail. glee@gist.ac.kr

both AP endonuclease and exonuclease activity, are

Tel. 062)715-2557

responsible for gap creation in bacteria. We used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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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e-molecule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to

examine the mechanism of gap creation. We found an
AP site anchor-based mechanism by which the intrinsi-

cally distributive enzyme binds strongly to the AP site
Gwangrog Lee

and becomes a processive enzyme, rapidly creating a
gap and an associated transient ssDNA loop. The gap

size is determined by the rigidity of the ssDNA loop and the duplex stability of the

염기 절제 수선 중
다기능 뉴클레아제에
의한 갭 생성 기전
자외선이나 산화스트레스 등에 의한
DNA 염기손상이 축적되면 유전자 돌
연변이를 낳아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
다. 이에 신속한 손상복구가 모든 생명
체에서 필수적이다. 기존에는 전기영동
(Electrophoresis)을 이용한 생산물 변
화를 정량화하여 결과를 유추하였으나
이번 연구는 염기손상복구 과정동안 일
어나는 효소간의 상호작용과 DNA와
효소간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단일
분자수준에서 관찰, 그 복구기전을 규
명하였다. 복구는 핵산절단효소가 특정
부위(AP 부위)를 절단함으로써 시작되
고 그 후 AP 부위에 강하게 결합하여
손상부위로부터 DNA를 빠르게 제거
(~ 1초 이내)하며, 단일가닥 DNA의 강
성(rigidity)에 의해 최소한의 DNA 틈
새 크기로 조절됨을 관찰하였다. 무작
위로 DNA를 분해하는 일반 핵산절단
효소와 달리 AP 핵산절단효소는 AP
부위에 강하게 고정되어 해리되지 않
고, 연속적으로 DNA를 분해하여 빠르
게 DNA 틈새를 만든다는 것이다. 암세
포에서 AP 핵산절단효소가 많이 생성
된다는 기존 보고 등에 더해 이번 연구
결과가 암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이
자 약물개발의 표적으로서 AP 핵산절
단효소를 바라보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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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and is limited to a few nucleotides to maintain genomic stability. When the 3′
end is released from the AP endonuclease, polymerase I quickly initiates DNA syn-

thesis and fills the gap. Our work provides previously unidentified insights into how a
signal of DNA damage changes the enzymatic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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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cular germ cell-specific lncRNA, Teshl, is
required for complete expression of Y chromosome
genes and a normal offspring sex ratio
SCIENCE ADVANCES Jun. 2021
Vol. 7(24): doi: 10.1126/sciadv.abg5177

Heat shock factor 2 (HSF2) regulates the transcription

of the male-specific region of the mouse Y chromosome
long arm (MSYq) multicopy genes only in testes, but the

molecular mechanism underlying this tissue specificity
remains largely unknown. Here, we report that the testic-

Chunghee Cho
Professor

Reproductive Biomedicine &
Gene Discovery Laboratory
E-mail. choch@gist.ac.kr
Tel. 062)715-2565
https://life.gist.ac.kr/rbgd/

ular germ cell-specific long noncoding RNA (lncRNA),
NR_038002, displays a characteristic spatiotemporal

expression pattern in the nuclei of round and elongating
spermatids. NR_038002-knockout male mice produced
Chunghee Cho

sperm with abnormal head morphology and exhibited

reduced fertility accompanied by a female-biased sex

ratio in offspring. Molecular analyses revealed that NR_038002 interacts with HSF2

and thereby activates expression of the MSYq genes. We designate NR_038002 as

출생 성비 균형을
조절하는 RNA 발견

the first to demonstrate that the testis specificity of HSF2 activity is regulated by the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긴 비암호화
RNA가 출생성비 균형에 관여한다는
생쥐모델에서의 연구결과가 조정희 교
수 연구팀에 의해 소개되었다. 긴 비암
호화 RNA(long non-coding RNA)는
전령 RNA처럼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RNA 그 자
체로 분화와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조명 받고 있다. 정
소에서도 긴 비암호화 RNA가 많이 만
들어지지만 그 기능은 잘 알려지지 않
았었다. 조정희 교수(홍성현 대학원생)
연구팀이 정소에서만 생성되는 특이한
비암호화 RNA가 Y염색체를 가진 정자
의 기능을 도와 출생성비 균형에 관여
함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비암호화 RNA를 테쉴(Teshl; testisspecific HSF2-interacting long
non-coding RNA)이라고 명명했다.
테쉴이 결여된 수컷 생쥐가 가진 정자
의 머리형태가 비정상적이었고 이 생
쥐로부터 태어난 자손 중 수컷의 비율
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테쉴이 특정 전사인자에 결합해 Y염색
체에 존재 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돕는
다는 것을 알아냈다. Y염색체를 가진
정자를 촉진하여 성비균형에 관여한다
는 것이다. 연구팀은 출생 성비 불균형
이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는 정소에서만 발현하는 긴 비암호화
RNA의 정자형성과정 동안의 역할을
밝힌 것으로,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
과 하께 원인 불명의 난임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새로운 단서가 될 것이다.

testicular germ cell-specific HSF2-interacting lncRNA (Teshl). Together, our study is

lncRNA Teshl and establishes a Teshl-HSF2-MSYq molecular axis for normal Y-bearing sperm qualities and consequent balanced offspring sex ratio.

<Teshl lncRNA 작용기전 및 knockout 정자의 비정상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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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rp70 is a lymphocyte-essential splicing factor
that controls thymocyte development
Chang-Duk Jun
Professor

Nucleic Acids Research May 2021

Vol. 49(10): 5760-5778. doi: 10.1093/nar/gkab389

Immune Synapse and Cell
Therapy Laboratory
E-mail. cdjun@gist.ac.kr
Tel. 062)715-2895
https://life.gist.ac.kr/isct/

erate multiple transcripts, thereby dramatically enlarging

Sunjae Lee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lineage-specific alternative

Alternative pre-mRNA splicing is a critical step to gen-

the proteomic diversity. Thus, a common feature of most
alternative splicing factor knockout models is lethality.
splicing regulators in a physiological setting. Here, we

Assistant Professor
Life Mining Laboratory
E-mail. leesunjae@gist.ac.kr
Tel. 062)715-2528
https://sites.google.com/view/
gist-life-mining-lab/home

report that NSrp70 is selectively expressed in developing

thymocytes, highest at the double-positive (DP) stage.

Global splicing and transcriptional profiling revealed that
Chang-Duk Jun

T 임파구 발생에
중요한 선택적
스플라이싱 조절 인자
NSrp70 기능 규명
-우리가 면역 세포의 한 종류로 알고
있는 T 임파구 (T lymphocyte)는 전체
임파구의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면
역 반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
으며, 최근에는 종양과 바이러스를 제
거하는 유전자 치료와 세포 치료의 핵
심적인 연구 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
다. 정상적인 T 임파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골수에서 생성된 조혈모세
포 (hematopoietic stem cell)가 흉선
(thymus) 기관으로 이동해 엄격한 성숙
(maturation) 과정을 거쳐야만 정상적
인 미접촉 T 세포 (naïve T cell)로 발달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alternative
splicing (AS) 인자로 알려진 NSrp70
가 배아 발달 과정과 면역 관련 기관 및
T 세포에서 발현이 높은 것을 바탕으
로 성숙한 T 세포가 되기 전 발달 세포
인 흉선 세포 (thymocyte) 단계에서의
NSrp70 생리학적 기능을 연구했다.
-NSrp70가 흉선 세포의 DP단계에서
특이적으로 과발현하는 것을 확인 후
CD4Cre-loxP 시스템을 이용해 특이
적으로 DP 단계에서 NSrp70 유전자를
삭제 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흉선 세포
가 발달하지 못함을 발견했다. 이후 AS
분석을 통해 NSrp70가 여러 mRNA
processing factor들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RNA-seq 분석에서 세포
증식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증가와 TCR
signaling 관련 유전자들은 감소시킨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실제 NSrp70가 삭제된 DP 흉
선 세포는 세포 증식이 크게 증가했고,
이와 더불어 세포 사멸도 비정상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했다. TCR 발현도 크게
줄었고, TCR의 외부 자극에도 흉선 세
포가 반응하지 못함을 발견했다. 결과
적으로 NSrp70는 세포 증식과 관련된
인자들을 AS을 통해 조절함으로써 흉
선 세포의 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
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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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rp70 regulates the cell cycle and survival of thymocytes

by controlling the alternative processing of various RNA
splicing factors, including the oncogenic splicing factor

SRSF1. A conditional-knockout of Nsrp1 (NSrp70-cKO)
using CD4Cre developed severe defects in T cell matura-

tion to single-positive thymocytes, due to insufficient T cell

Sunjae Lee

receptor (TCR) signaling and

uncontrolled cell growth and
death. Mice displayed severe

peripheral lymphopenia and
could not optimally control
tumor growth. This study es-

tablishes a model to address
the function of lymphoid-lineage-specific alternative splicing factor NSrp70 in a thymic
T cell developmental pathway.

2021 NEWSLETTER

Cell-permeable transgelin-2 as a potent
therapeutic for dendritic cell-based cancer
immunotherapy
JOURNAL OF HEMATOLOGY & ONCOLOGY Mar. 2021

Chang-Duk Jun

Background: Transgelin-2 is a 22 kDa actin-binding protein
that has been proposed to act as an oncogenic factor, capable
of contributing to tumorigenesis in a wide range of human
malignancies. However, little is known whether this tiny protein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munity, thereby keeping
body from the cancer development and metastasis. Here, we
investigated the functions of transgelin-2 in dendritic cell (DC)
immunity. Further, we investigated whether the non-viral
transduction of cell-permeable transgelin-2 peptide potentially
enhance DC-based cancer immunotherapy.
Methods: To understand the functions of transgelin-2 in
DCs, we utilized bone marrow-derived DCs (BMDCs) purified from transgelin-2 knockout (Tagln2-/-) mice. To observe
the dynamic cellular mechanism of transgelin-2, we utilized
confocal microscopy and flow cytometry. To monitor DC miChang-Duk Jun
gration and cognate T-DC interaction in vivo, we used intravital two-photon microscopy. For the solid and metastasis tumor models, OVA+ B16F10 melanoma were inoculated into the C57BL/6 mice via intravenously (i.v.) and subcutaneously (s.c.),
respectively. OTI TCR T cells were used for the adoptive transfer experiments. Cell-permeable,
de-ubiquitinated recombinant transgelin-2 was purified from Escherichia coli and applied for
DC-based adoptive immunotherapy.
Results: We found that transgelin-2 is remarkably expressed in BMDCs during maturation
and lipopolysaccharide activation, suggesting that this protein plays a role in DC-based immunity. Although Tagln2-/- BMDCs exhibited no changes in maturation, they showed significant
defects in their abilities to home to draining lymph nodes (LNs) and prime T cells to produce
antigen-specific T cell clones, and these changes were associated with a failure to suppress tumor growth and metastasis of OVA+ B16F10 melanoma cells in mice. Tagln2-/- BMDCs had
defects in filopodia-like membrane protrusion and podosome formation due to the attenuation
of the signals that modulate actin remodeling in vitro and formed short, unstable contacts with
cognate CD4+ T cells in vivo. Strikingly, non-viral transduction of cell-permeable, de-ubiquitinated recombinant transgelin-2 potentiated DC functions to suppress tumor growth and metastasis.
Conclusion: This work demonstrates that transgelin-2 is an essential protein for both cancer
and immunity. Therefore, transgelin-2 can act as a double-edged sword depending on how we
apply this protein to cancer therapy. Engineering and clinical application of this protein may
unveil a new era in DC-based cancer immunotherapy. Our findings indicate that cell-permeable
transgelin-2 have a potential clinical value as a cancer immunotherapy based on DCs.
Keywords: Cell-permeable recombinant protein; Dendritic cell-based cancer therapy; Immunological synapse; Migration; T-cell priming; Transgelin-2;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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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틴조절 단백질
Transgelin-2 (TAGLN2)
를 이용한 수지상
세포기반의 면역세포
치료 가능성 제시
TAGLN2는 22kd의 액틴결합 단백질로 면
역세포 특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
고 지금까지 밝혀진 다양한 면역세포에서
의 기능을 종합해보면 액틴의 중합 조절, 안
정화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세포와의 결합력
을 증가시키고 target 세포의 기능을 조절
하는 면역세포에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지상 세포에서
의 TAGLN2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하고 세
포 내 도입이 가능한 TAGLN2를 이용하여
수지상 세포 기반의 항암전략을 새롭게 제시
하였다. TAGLN2는 골수세포 유래의 수지상
세포에서 발현을 하며 LPS 에 의해 발현이
증가한다. TAGLN2 KO 마우스를 이용하여
TAGLN2의 결핍이 정상적인 T세포의 결합
력 및 활성화를 유도하지 못함을 밝혔다. 또
한 TAGLN2 KO 수지상 세포의 경우 lymph
node로의 migration의 감소, podosome
의 reassembly 및 액틴중합, chemokine
에 의한 신호전달의 defect를 보여주었다.
본 결과는 수지상 세포의 이동성을 조절하
고 lymph node에서 면역 T 세포의 정상적
인 활성을 유도하는데 있어 TAGLN2가 중
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
적으로는 TAGLN2에 의해 조절되는 면역환
경이 암을 제어할 수 있는지 정상 수지상 세
포와 TAGLN2가 KO된 수지상 세포를 먼
저 마우스에 주입하고 일주일 뒤 B16F10
종양 세포를 심은 후 암의 생장을 확인했을
때 TAGLN2 KO 수지상 세포를 넣은 그룹
에서는 정상적인 암의 조절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 흥미롭게도 종양 항원 특이적
인 T 세포의 형성과 분열이 정상적으로 일
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수지상 세포기
반의 종양제어전략으로 TAGLN2를 이용하
기 위해 세포내 도입이 가능한 PTD (protein
transduction domain)를 연결한 TALGN2
를 개발하였고 TAGLN2 KO 수지상 세포에
처리했을 때 정상적으로 수지상세포의 기능
을 회복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상 수지상
세포에도 TAGLN2 단백질을 처리했을 때 정
상 수지상 세포가 가지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종양제어에 의미있는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수지상 세포의 기능을 향
상시켜주는 TAGLN2 단백질을 환자의 세
포에 도입하고 종양억제의 면역환경을 조성
한다면 각종 입양면역세포치료에 이용되는
CAR-T, NK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
는 차세대 off-the-shelf 치료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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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anol supply speeds up synthesis gas
fermentation by methylotrophic-acetogenic
bacterium, Eubacterium limosum KIST612
Zee Yong Park
Professor

BIORESOURCE TECHNOLOGY Feb. 2021
Vol. 321: doi: 10.1016/j.biortech.2020.124521

Functional & Medicinal
Proteomics Laborator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methanol on the

metabolism of syngas components (i.e., H2 and CO)

E-mail. zeeyong@gist.ac.kr

by the syngas fermenting acetogenic strain E. limosum

Tel. 062)715-2526

KIST612. The culture characteristics and relevant proteomic expressions (as fold changes) were carefull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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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yzed under CO/CO2 and H2/CO2 conditions with and

without methanol addition, as well as, under methanol/

CO2 conditions. The culture characteristics (specific
growth rate and H2 consumption rate) under H2/CO2
Zee-Yong Park

conditions were greatly enhanced in the presence of
methanol, by 4.0 and 2.7 times, respectively. However,

the promoting effect of methanol was not significant under CO/CO2 conditions. Pro-

teomic fold changes in most enzyme expression levels in the Wood-Ljungdahl pathway and chemiosmotic energy conservation also exhibited high correspondence be-

메탄올에 의한
초산생성균의 합성가스
발효 촉진

tween methanol and H2/CO2 but not between methanol and CO/CO2. These findings

suggest the advantages of methanol addition to H2/CO2 for biomass enhancement and
faster consumption of gaseous substrates during syngas fermentation.

본 연구에서는 초산생성균인 strain E.
limosum KIST612를 이용하여, H2 또
는 CO 등 합성가스 성분들의 대사에
대한 메탄올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CO/CO2 조건 또는 H2/CO2 조건에서
균을 배양했으며, 각각의 조건에서 메
탄올의 첨가 여부에 따라서도 군을 나
눴습니다. 추가로 메탄올/CO2 조건에
서도 균을 배양했으며, 배양 조건에 따
른 상대적인 단백체 발현량 차이를 비
교했습니다. H2/CO2 조건에서 메탄올
을 첨가했을 때, 균의 비증식 속도와 H2
소비율은 각각 4배와 2.7배로 많이 증
가했습니다. 그러나 CO/CO2 조건에서
는 메탄올의 유의미한 촉진 효과가 확
인되지 않았습니다. Wood-Ljungdahl
pathway와 chemiosmotic energy
conservation과 관련된 효소 대부분은
발현량 차이가 메탄올과 H2/CO2 사이
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줬으나, 메
탄올과 CO/CO2 간의 상관관계는 보이
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H2/CO2 조건에서 메탄올을 첨가했을
때 생물량이 증가하고 합성가스 발효
시 기체상의 기질을 더 빠르게 소비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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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clear Receptor ESRRA Protects from
Kidney Disease by Coupling Metabolism and
Differentiation
Cell Metabolism Feb. 2021

Vol. 33(2): 1-16. doi: 10.1016/j.cmet.2020.11.011
Kidney disease is poorly understood because of the

organ’s cellular diversity. We used single-cell RNA

Jihwan Park
Assistant Professor

Functional Genomics
Laboratory

sequencing not only in resolving differences in in-

E-mail. jihwan.park@gist.ac.kr

cell-type-specific gene expression in mouse mode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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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ed kidney tissue cellular composition but also in

Tel. 062)715-2522

kidney disease. This analysis highlighted major changes
in cellular diversity in kidney disease, which mark-

edly impacted whole-kidney transcriptomics outputs.

Cell-type-specific differential expression analysis idenJihwan Park

tified proximal tubule (PT) cells as the key vulnerable
cell type. Through unbiased cell trajectory analyses, we

show that PT cell differentiation is altered in kidney disease. Metabolism (fatty acid

oxidation and oxidative phosphorylation) in PT cells showed the strongest and most

reproducible association with PT cell differentiation and disease. Coupling of cell dif-

ferentiation and the metabolism was established by nuclear receptors (estrogen-related
receptor alpha [ESRRA] and peroxisomal proliferation-activated receptor alpha [PPA-

RA]) that directly control metabolic and PT-cell-specific gene expression in mice and
patient samples while protecting from kidney disease in the mouse model.

핵수용체인 ESRRA에
의한 만성콩팥병 발병
원인 규명
만성콩팥병이 유도된 동물모델, 신
장 오가노이드에 대한 단일세포 분석
을 통해 만성콩팥병에서는 잘못 분화
된 신장 내 근위 세뇨관 상피세포가 다
수 존재하며, 이들의 지질대사 과정에
도 문제가 생긴 것을 밝혀내었다. 또
한, 이 세포의 분화와 대사조절에 중추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 관련 수용체
(ESRRA)를 발굴하였다. 최신 기술인
단일세포 전사체 및 후성유전체 분석
을 통해 복잡한 세포종류로 구성된 장
기인 신장을 개별 세포수준에서 분석
함으로써 만성콩팥병에서 세포종류 특
이적인 변화를 밝혀내고, 후성유전적
변화를 토대로 핵심 유전자를 발굴하
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신장세포
분화와 지질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조
절인자를 억제하거나 과발현 시킴으로
써 만성콩팥병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향후 해당 유전자 발현
조절을 통해 특정 세포종류에만 특이
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물 개발의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School of Life Sciences, GIST(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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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uropeptide allatostatin C from clockassociated DN1p neurons generates the
circadian rhythm for oogenesis
Young-Joon Kim
Professor

Laboratory of Molecular
Neuroetholog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n. 2021
Vol. 118(4): doi: 10.1073/pnas.2016878118

The link between the biological clock and reproduction

E-mail. kimyj@gist.ac.kr

is evident in most metazoans. The fruit fly Drosophila
melanogaster, a key model organism in the field of chro-

Tel. 062)715-2897

nobiology because of its well-defined networks of mo-

https://gistflylab.wixsite.
com/gistlmn

lecular clock genes and pacemaker neurons in the brain,

shows a pronounced diurnal rhythmicity in oogenesis.
Still, it is unclear how the circadian clock generates this

뇌 생체시계가 난자형성
일주기 리듬을 만드는
메커니즘 규명
동물들은 성공적인 생식을 위해 번식기
를 최적화하도록 진화하여, 6 개월 이상
의 임신기간을 가지는 대형 포유류는 가
을에 번식하여 봄에 출산하고, 임신 기
간이 짧은 소형 포유류와 조류는 주로
봄에 번식하여 여름에 출산한다. 이 과
정에서 생체시계가 계절에 따른 낮밤 길
이 변화를 감지하여, 번식기를 결정하
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암컷 번식기를
결정하는 신경 메커니즘은 알려지지 않
고 있다. 노랑초파리에서 생체시계 유전
자를 분리한 연구자들이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는 등 노랑초파리
는 생체시계 연구의 중요한 모델 동물이
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뇌에 존재하
는 약 10만개의 신경세포 중 6쌍의 생
체시계 신경 (후방등쪽신경, posterior
dorsal neuron 1, DN1p)이 뇌간 영역
에 위치한 인슐린 성장호르몬 분비 세
포의 활성을 주기적으로 억제하고, 이를
통해 난자 형성을 촉진하는 생식호르몬
인 유약호르몬 (Juvenile hormone, JH)
분비 리듬을 생성해 난자형성 일주기 리
듬을 만들고 있음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DN1p 생체시계 신경에서 주
기적으로 방출되는 소마토스타틴계 신
경펩타이드가 인슐린 성장호르몬 세포
의 분비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최초로
규명하였는데, 소마토스타틴은 포유류
를 포함한 척추동물에서 생식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생식샘자극호르몬분
비호르몬 (Gonadotropin-releaseing
hormone)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알려졌
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 최초로 보고
한 소마토스타틴 생체시계 신경과 생식
호르몬 분비 및 난자형성 리듬과의 인과
관계는 아직 미지의 영역인 척추동물 번
식기를 결정하는 신경 및 분자 메커니즘
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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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ductive rhythm. A subset of the group of neurons

designated “posterior dorsal neuron 1” (DN1p), which
Young-Joon Kim

are among the ~150 pacemaker neurons in the fly brain,
produces the neuropeptide allatostatin C (AstC-DN1p).

Here, we report that six pairs of AstC-DN1p send inhibitory inputs to the brain insu-

lin-producing cells, which express two AstC receptors, star1 and AICR2. Consistent
with the roles of insulin/insulin-like signaling in oogenesis, activation of AstC-DN1p

suppresses oogenesis through the insulin-producing cells. We show evidence that
AstC-DN1p activity plays a role in generating an oogenesis rhythm by regulating juvenile hormone and vitellogenesis indirectly via insulin/insulin-like signaling. AstC

is orthologous to the vertebrate neuropeptide somatostatin (SST). Like AstC, SST
inhibits gonadotrophin secretion indirectly through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neurons in the hypothalamus. The func-

tional and structural
conservation linking

the AstC and SST
systems suggest an
ancient origin for the

neural substrates that
generate reproductive
rhy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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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ein-mediated nuclear translocation of
yes-associated protein through microtubule
acetylation controls fibroblast activation
Cellular and Molecular Life Sciences Oct. 2020
Vol. 77(20): 4143-4161.doi: 10.1007/s00018-019-03412-x

Woo Keun Song
Professor

Myofibroblasts are the major cell type that is respon-

Cell Dynamics & Imaging
Laboratory

tissues. It has well documented that the TGF-β/Smad

E-mail. wksong@gist.ac.kr

the rigid substrate condition. However, th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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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ble for increase in the mechanical stiffness in fibrotic
axis is required for myofibroblast differentiation under

Tel. 062)715-2560

driving myofibroblast differentiation in soft substrates

remains unknown. In this research, we demonstrated that
interaction of yes-associated protein (YAP) and acetylat-

ed microtubule via dynein, a microtubule motor protein
Woo Keun Song

drives nuclear localization of YAP in the soft matrix,

which in turn increased TGF-β1-induced transcriptional

activity of Smad for myofibroblast differentiation. Pharmacological and genetical disruption of dynein impaired the nuclear translocation of YAP and decreased the TGF-

β1-induced Smad activity even though phosphorylation and nuclear localization of
Smad occurred normally in α-tubulin acetyltransferase 1 (α-TAT1) knockout cell.

Moreover, microtubule acetylation prominently appeared in the fibroblast-like cells
nearby the blood vessel in the fibrotic liver induced by CCl4 administration, which
was conversely decreased by

TGF-β receptor inhibitor. As
a result, quantitative inhibition of microtubule acetyla-

tion may be suggested as a
new target for overcoming
fibrot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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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튜뷸 아세틸화
조절을 통한 다이네인
및 YAP 단백질의 섬유
아세포 활성화 기작 규명
세포 분화에는 ECM 단백질, 성장 인
자, 기질 세포 등을 포함하는 주변 미세
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중 ECM의
분비와 구성에 주로 작용하는 섬유아
세포가 근섬유아세포로 활성화되는 경
우 간섬유증, 심혈관섬유증 등의 경화
성 질환의 심화를 유도하여 장기 부전
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
재까지 섬유증 초기의 부드러운 기질
에서의 근섬유아세포의 활성화 기작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진은
아세틸화된 마이크로튜뷸이 이 과정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
하였다. 이미 경화가 진행된 단단한 기
질 내에서 TGF-β1 신호로 인산화된
Smad가 핵으로 이동하여 근섬유아세
포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이미 알려
진 바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는 경도가 낮은 기질에서 TGF-β1에
의해 증가한 아세틸화 마이크로튜뷸
이 일종의 기찻길이 되어 YAP 단백질
을 핵으로 이동시키고, Smad와 함께
근섬유아세포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모터 단백질의 일종인 다이네인
이 YAP과 Smad 단백질의 핵 이동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간 섬유증을 유
도하기 위해 사염화탄소를 마우스 모
델에 주사했을 때, 간 혈관의 주변의 섬
유아세포에서 마이크로튜뷸의 아세틸
화 정도가 증가했고, 이 현상은 TGFβ 수용체의 저해제 처리로 인해 완화
되었다. 위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진
은 아세틸화 마이크로튜뷸을 초기 섬
유증 발달에 대한 새로운 치료 표적으
로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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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록 교수 연구팀,
RNase H의 새로운
RNA 분해기전 규명
- 핵산분해효소 RNase H의 다중비대칭적 기능 발견
▲왼쪽부터 이현지 박사과정생, 이광록 교수

무작위 RNA(유전정보 전달물질) 분해 효소로 알려진 RNase
H가 기질의 특성에 따라 효소의 분해방향을 바꾼다는 연구결
과가 나왔다.

분해하는 것을 알아냈다. DNA 오버행이 없는 경우와 오버행의
방향이 5’일 경우, RNase H는 RNA:DNA 혼성체에 결합과
해리를 반복하며 RNA를 분산적으로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생명과학부 이광록 교수
연구팀은 RNA 분해 과정에서 DNA 오버행(overhang)의 방향
에 따라 RNase H가 RNA를 연속적 혹은 분산적으로 분해하
는 새로운 비대칭적 분해모드의 기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전사 과정에서 형성된 R-루프(R-loop)는 유전체의 안정성
을 위해서 RNase H에 의해 제거되는데, 연구팀은 실제 R루프의 구조를 재현하여 RNase H가 두 가지 분해모드를 사
용하여 RNA를 분해함으로써 R-루프를 제거하는 것을 규명
하였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RNase H의 다중-기
능을 밝혔고, 이는 유전자 복제 및 유지보수를 이해하는데
큰 영향과 통찰력을 줄 중대한 발견으로 평가되어 학술지
(Nucleic Acids Research)에 상위 1-2 %인‘Breakthrough
Article’로 선정되었다.
RNase H는 생명현상의 가장 기본인 DNA 복제 및 전사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로서 모든 생명체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이다. RNase H의 돌연변이는 발달성 뇌질환인 아이
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아이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AGS:Aicardi-Goutières syndrome): 기
저핵의 석회화와 백질 이영양증, 뇌척수액 림프구 증가증과 관련된 아급성 뇌
병증으로 문헌에 보고된 사례가 120례 정도로 희귀한 유전 질환이다.

이광록 교수는 “이번 연구는 RNase H의 새로운 RNA 인식
모드 및 분해 분자기전을 밝혔다”면서“향후 유전자 복제 및
유지보수를 이해하고 발달성 뇌질환인 아이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의 신약개발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스트 이광록 교수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및 기초연구실과 지스트의 연구원(GRI)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관련 논문은 생화학&유전학분야
상위 2.6% 논문인 세계적 학술지인 ‘뉴클레익 에시드 리서치
(Nucleic Acids Research)’에 2021년 11월 12일 온라인 게재
되었다.
관련뉴스링크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 20211117000026)

연구팀은 RNase H와 다양한 RNA:DNA 구조체의 상호작용
을 단일분자 형광 FRET 관찰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관찰한 결과, 이전 보고와 달리 다-기능을 가진 효소이며, 이
기능은 DNA 단일 가닥 오버행의 방향성에 따라 조절됨을 규명
하였다.
*단일분자 형광관찰법: FRET(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이라는 물리현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분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형광기법. RNA의 내부구조가 전사과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
게 해주는 핵심기술이다.

연구팀은 DNA 오버행의 방향이 3’일 때, RNase H는
RNA:DNA 혼성체에서 떨어지지 않고 RNA를 연속적으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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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석 교수 연구팀,
구충제가 암 세포막에 작용하는 원리 규명
연구팀은 밀테포신을 활용한 리피드 래프트 표적 치료가 암세포
의 생존신호를 방해하고 암재발 능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증
명했다. 이는 난치성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를 제시했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왼쪽부터)남정석 교수, 박소연 박사, 김지흔 박과정생

암 치료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세포는 항암요법으로
도 쉽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 끊임없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가 외부 스트레스에도 끄떡없이 증식할 수
있도록 돕는 암 세포막의 미스터리를 밝혀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생명과학부 남정석 교수
연구팀은 리피드 래프트*가 정상 세포보다는 암세포에서 더 특
이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암세포 내 생존 신호 경로를 지속해서
활성화해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남정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암세포의 생존신호를 조절하는 리
피드 래프트의 새로운 역할을 밝혀냈고, 난치성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전략의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스트 남정석 교수가 주도하고 박소연 박사와 김지흔 박사과정
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
지원사업과 SRC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지스트 GRI 사업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의학분야 상위 6.79% 전문 권위지인
‘클리니컬 앤 트랜스래이셔널 메디슨(Clinical and Translational
Medicine)’에 2021년 11월 4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관련뉴스링크 : YTN사이언스 (https://youtu.be/u8R9AQ4eZg8)

* 리피드 래프트(Lipid raft, 지질 뗏목): 세포막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과 포화
지질로 인해 구분되어 모여 정렬된 영역이며, 다양한 신호전달의 허브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암 세포막에 리피드 래프트가 많아질수록 암세포가 암
줄기세포의 특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리피드
래프트 표적 치료를 통해 난치성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
료전략을 찾아냈다.
* 암 줄기세포: 무한정 자가복제능력(self-renewal)과 다양한 형질을 지닌 세
포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differentiation)을 지닌 암 조직 내 특정 세포군으
로, 암재발과 전이, 항암치료 저항성을 유발한다.

연구팀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구충제 밀테포신
(Miltefosine)이 암 세포막의 리피드 래프트를 파괴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School of Life Sciences, GIST(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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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교수 공동연구팀,
간경변증 발생 및 구강 미생물의 장내 침입
치료 약물 기전 규명

<정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구강 미생물-장내환경 침투 기전 규명>

간경변증(간경화) 발생과 구강 미생물의 장내 침입을 치료하는
항생제가 구강 미생물의 장내환경 침입을 막아내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이선재 교수 연구팀은 영
국 킹스 컬리지 런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에서 샷건 메타게놈*
기반 정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을 통해 간경변증(liver
cirrhosis) 및 리팍시민*** 약물의 기전을 밝혀냈다.
* 샷건 메타게놈(Metagenome):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DNA 데이터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인간과 공생하는 미생물 군집
*** 리팍시민(Rifaximin): 장내 침입을 치료하는 항생제

체 레퍼런스 구성을 통해, 장-구강 축(gut-oral axis)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베일로넬라(Veillonella), 연쇄상구균
(Streptococcus) 등의 구강 미생물의 장내 침입을 차단하는 것
이 간경변증에 따른 간성뇌증을 막는데 주요 역할을 했음을 밝
혀냈다.
이선재 교수는 “본 연구 성과는 생명정보학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간질환 및 간성뇌증 치료를 위한 마이크로바
이옴 기반 신약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면서 “뿐
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 질병 조기 진단 및 모니터링
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스트 이선재 교수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의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한
국연구재단의 우수신진연구 사업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간질
환 연구 분야 상위 논문인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Journal of
Hepatology)’ 에 2021년 9월 24일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그동안 간경변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간성뇌증(hepatic
encephalopathy)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인 리팍시민을 사용
해왔으나, 그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었다.
간성뇌증은 간경변증 등으로 인해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독성
을 가진 물질이 체내에 축적됨으로써 해독되지 않은 피가 뇌에
영향을 미쳐 의식장애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본 공동 연구팀은 정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연구를 통해서 간
경변증의 경우, 구강 미생물이 장내 환경으로 침투함으로써 환
자에게 전신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과 특히 리팍시민 약물이 구
강 미생물의 장내 침입을 막아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기
전을 규명해 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샷건 메타게놈, 대사
체 등의 멀티오믹스 분석과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전장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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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석 교수 연구팀,
암 치료의 세렌디피티_
항암치료 효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치료전략 개발
▲ 왼쪽부터 남정석 교수와 박소연 박사

암 치료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항암치
료 이후에 암전이 또는 재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항암치료를
하면 암 조직은 작아지고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듯 보이지만, 소
수의 암 줄기세포*가 항암치료의 공격에 저항하여 살아남아 재
발을 일으키기도 한다.
* 암 줄기세포: 무한정 자가복제능력(self-renewal)과 다양한 형질을 지닌 세
포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differentiation)을 지닌 암 조직 내 특정 세포군으
로, 이 소수의 세포에 의해 종양이 발생하고 암의 재발과 전이가 일어난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남정석 교수 연구팀은 대장
암 환자 암 조직의 유전체 프로파일링을 통해 항암치료 저항성
바이오마커(생체 표지자) CD45를 발굴하였다.
CD45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세렌디피티*는 난치성 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치료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효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렌디피티(serendipity): 우연한 일이 계기가 되어 이룬 중대한 발견

CD45는 면역세포 표지자로 알려져 왔으며, 암세포 내에서의 발
현과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연구팀은 대장암
항암치료 저항성 암 조직에서 CD45의 발현이 높다는 것을 우연
히 발견하고, 상피세포 결합분자(EpCAM)를 활용한 이중표지 기
법과 단일 세포 유전체 프로파일링이라는 새로운 분석기법을 활
용하여 CD45를 발현하는 암세포의 존재를 규명하였다.
나아가 연구팀은 환자 암 조직 내에 존재하는 CD45 발현 암세
포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에도 살아남아 암세포의 증식과 재
발을 유도함을 확인하였다.
연구팀은 임상연구를 통해 암세포의 CD45 발현이 높을수록 항
암방사선요법에 대한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는 상관관계를 증명
하였다.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을 하면
완치 가능성이 커지는데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
어서 이를 판별할 바이오마커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수술 전 항암방사선요법에 대한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CD45의 발견은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CD45를 발현하는 암세포가 자가재생능력을 지녀 암
조직을 꾸준히 재생성하는 암줄기세포의 특성을 띠는 것을 밝혀
냈으며, CD45 타겟을 통해 난치성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 전
략을 찾아냈다.
면역약물로 개발된 CD45 저해제를 활용하여, CD45 표적 치료
가 암줄기세포의 항암치료 저항성을 억제하고, 항암치료 이후
일어나는 암재발 능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난
치성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크다.
남정석 교수는 “항암치료 저항성을 유도하는 CD45의 새로운 역
할을 밝혀냈고, 난치성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이번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스트 남정석 교수가 주도하고 박소연 박사가 제1저자로 참
여한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SRC선
도연구센터지원사업, 지스트 GRI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
었으며, 의학분야 상위 6.071% 전문 권위지인 ‘테라노스틱스
(Theranostics)’에 2021년 8월 11일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장내/구강 마이크로바이옴 동시 분석을 통해 장내 뮤신(mucin) 분해능이
높은 구강미생물 침입과 리팍시민에 의한 차단을 밝혀냄>
<CD45 발현 암세포의 항암치료 저항성 기전>
관련뉴스링크 : 시사매거진(h ttp://w w w.sisamagazine.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7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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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교수 공동연구팀,
빅데이터 분석으로
갑상선암을 악화시키는
핵심 유전자 발굴
국내 연구진과 중국 쓰촨대학병원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발병 후 진행 속도가 빠르고 단기간 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희귀암인 미분화 갑상선암의 조기진단 및 새로운 치료
법이 제시됐다.

이러한 미분화 갑상선암 세포로의 진행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는
CREB3L1이며, 이 유전자는 암전이 및 대사 관련 다른 유전자
그룹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미분화갑상선암을 유도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박지환 교수 공동연구팀
은 최신 단일세포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미분화 갑상선암**
으로의 진행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발굴함으로써 조기진단 및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찾았다.

박지환 교수는 “본 연구진이 발굴한 CREB3L1 유전자는 특히
미분화갑상선암의 진행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향후 미분화 갑상선암의 초기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단일세포 분석 기술: 한 번의 실험으로 수만 개의 개별 세포내에서 발현하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 생물학 및 의학 분야
에서 가장 중요한 차세대 기술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미분화 갑상선암: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갑상선암으로, 전체 갑상선암의
1% 이내로 많지는 않지만 평균 생존기간이 1년 미만일 정도로 치명적인 암
이다.

지스트 박지환 교수팀이 중국 쓰촨대학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
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되었으며, 국제 저명학술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2021년 7월 28일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연구팀은 단일세포 분석,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해 갑상선암의
진행과정을 추적하였으며, 그 결과 CREB3L1이 암전이와 암
세포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미분화 갑상선암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인 것을 밝혀냈다.
갑상선암은 비교적 ‘착한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존률이 높고
진행 속도가 느리며 재발 가능성도 다른 암들에 비해 낮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치료가 힘든‘나쁜 암’인
미분화 갑상선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방심하면 위험해 질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미분화 갑상선암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되는지, 핵심 조절 유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환자 조직에 대한 단일세포 분석을 통해 미분화
갑상선암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소수의 암세포를 발견하였
으며, 이러한 암세포는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인 분화갑상선암
의 암세포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밝혀냈다. 이는 미분화 갑상선
암과 분화 갑상선암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을 반박하는 연구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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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갑상선암 환자 조직을 이용하여 단일세포 분석 및 유전체 분석을 수행한
연구 모식도
(B) 단일세포 분석 결과, 미분화갑상선암 및 분화갑상선암 특이적 암세포
종류와 면역세포를 동정하였음.>
관련뉴스링크 : 시사매거진(h ttp://w w w.sisamagazine.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6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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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록 교수 연구팀,
핵산절단효소의 유전자 손상복구 기전규명
(한국연구재단)

유전자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DNA 염기손상을 복구하는
데 관여하는 핵산절단효소의 새로운 기능이 분자수준에서 밝
혀졌다. 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구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자외선이나 산화스트레스 등에 의한 DNA 염기손상이 축적되
면 유전자 돌연변이를 낳아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신
속한 손상복구가 모든 생명체에서 필수적이다.

무작위로 DNA를 분해하는 일반 핵산절단효소와 달리 AP 핵
산절단효소는 AP 부위에 강하게 고정되어 해리되지 않고, 연
속적으로 DNA를 분해하여 빠르게 DNA 틈새를 만든다는 것
이다.
나아가 일시적으로 생성된 DNA 틈새 구조는 DNA 중합효소
가 작동할 공간을 제공하였고 이 과정이 정교하게 시공간적으
로 조절됨을 규명하였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이광록 교수 연구팀은
DNA 손상 복구과정에서 AP 핵산절단효소가 손상부위를 단순
히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분해하여 DNA 틈새 구
조를 생성, 복구과정을 조절하는 기전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암세포에서 AP 핵산절단효소가 많이 생성된다는 기존 보고 등
에 더해 이번 연구결과가 암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이자 약물
개발의 표적으로서 AP 핵산절단효소를 바라보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지
원사업 및 기초연구실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결과
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Science Advances)에 7월 14일 온
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연구팀은 핵산절단효소와 DNA 중합효소의 상호작용을 단일
분자 형광관찰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관찰하였다.
기존에는 전기영동(Electrophoresis)을 이용한 생산물 변화를
정량화하여 결과를 유추하였으나 이번 연구는 염기손상복구
과정동안 일어나는 효소간의 상호작용과 DNA와 효소간의 상
호작용을 실시간으로 단일분자수준에서 관찰, 그 복구기전을
규명하였다.
※ 단 일분자 형광관찰: FRET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이라는 물리현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제 분자 하나-하나의 움직
임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형광기법으로 본 효소동역학 연구
에 이용되었다.

복구는 핵산절단효소가 특정 부위(AP 부위)를 절단함으로써 시
작되고 그 후 AP 부위에 강하게 결합하여 손상부위로부터 DNA
를 빠르게 제거(~ 1초 이내)하며, 단일가닥 DNA의 강성(rigidity)
에 의해 최소한의 DNA 틈새 크기로 조절됨을 관찰하였다.

<AP 핵산절단효소(AP endonuclease/ExoIII)와 DNA 중합효소(DNA
polymerase)가 손상된 유전자의 염기를 복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모식도.>

관련뉴스링크 :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
20210713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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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교수 연구팀,
출생 성비 균형을 조절하는 RNA 발견
(한국연구재단)

<정상 생쥐(마우스) 정자와 테쉴(Teshl) 결핍 생쥐 정자의 비교.>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긴 비암호화 RNA가 출생성비 균형에
관여한다는 생쥐모델에서의 연구결과가 소개되었다.
긴 비암호화 RNA(long non-coding RNA)는 전령 RNA처럼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RNA 그 자
체로 분화와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명 받
고 있다. 정소에서도 긴 비암호화 RNA가 많이 만들어지지만
그 기능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생명과학부 조정희 교수
와 홍성현 대학원생 연구팀이 정소에서만 생성되는 특이한 비
암호화 RNA가 Y염색체를 가진 정자의 기능을 도와 출생성비
균형에 관여함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비암호화 RNA를 테쉴(Teshl; testis-specific
HSF2-interacting long non-coding RNA)이라고 명명했다.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에서 성별은 아버지로부터 X염색체를 가
진 정자를 물려받는지 또는 Y염색체를 가진 정자를 물려받는
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각 염색체를 가진 정자의 양과 질
은 출생 성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자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소 특이 유전
자(약 1,000개)가 존재하는 데 주로 전령 RNA를 매개로 하여
단백질로 번역되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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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긴 비암호화 RNA가 정소에 많은 점에 주목하여 26
개의 정소 특이적 비암호화 RNA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사람
에서도 존재하며 높은 발현양의 특성을 가진 테쉴에 특히 주목
하여 생쥐에서 테쉴 유전자를 제거한 동물모델을 제작하였다.
테쉴이 결여된 수컷 생쥐가 가진 정자의 머리형태가 비정상적
이었고 이 생쥐로부터 태어난 자손 중 수컷의 비율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테쉴이 특정 전사인자에 결합해 Y
염색체에 존재 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돕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Y염색체를 가진 정자를 촉진하여 성비균형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출생 성비 불균형이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
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긴 비암호화 RNA는 다양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지고 조직
이나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조직 특이적인 발현을 보인다
는 측면에서 진단마커 및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소재
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기초연구
사업(중견연구)과 지스트연구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
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6월 9일 게재되었다.
관련뉴스링크 :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43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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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덕 교수 연구팀,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제거하는
T 임파구의 발생 조절인자 규명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전창덕 교수 연구팀은 바
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공격해 제거하는 T 임파
구의 발달을 조절하는 새로운 핵심 인자, NSrp70(Nuclear
Speckle-related protein 70) 발견과 그 작용 기작을 규명하
였다.
NSrp70(엔에스알피70)은 전창덕 교수팀이 세포의 핵 내에
반점의 형태로 존재하는 70 kDa 단백질을 처음으로 발견하
여 이 유전자의 이름을 ‘핵에 있는 반짝이는 단백질’이라 지었
으며 2011년에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 등록되었다. NSrp70은 유전자에서부터 단백
질이 만들어질 때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통해 유전자의 수보다
더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 선택적 스플라이싱(alternative splicing): 단일 유전자로부터 다양한 구조
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작용 과정이다.

T 임파구는 면역 반응에 매우 중요한 면역 세포로 전체 임파구
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유전자 치료와 세포 치료의
핵심적인 연구 대상으로 주목 받아왔다.
특히 T임파구는 코비드-19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백신 승패의 열쇠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해 T 임파구는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
을 밝혀냈다.
전창덕 교수는 “본 연구결과는 T 임파구의 발달을 조절하는 새
로운 핵심 유전자를 밝힌 것으로 면역세포의 탄생과 죽음의 비
밀을 풀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후속연구는 NSrp70의 유전자 치료법을 이용해 암의 증식을
억제시키거나 특정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T 임파구의 성
장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면역 치료 방법 전략을 수립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지스트 전창덕 교수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창의연구와 국립암센터 주관 보건복지부의 국가 연구개발프로
그램, 지스트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생화학&유
전학분야 상위 5% 논문인 ‘Nucleic Acids Research’에 2021
년 5월 25일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연구팀은 NSrp70이 결핍된 T 임파구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수의 유전자 조절 단백질들이 NSrp70의
선택적 스플라이싱 기능에 영향을 받아 변화된 것을 밝혀냈다.
NSrp70이 결핍되면 T 임파구가 흉선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성
숙하지 못하고 죽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임파구 감소증을 겪게
되어 면역계의 항암 및 항바이러스 능력이 상실됨을 확인했다.
이렇게 변화된 다수의 유전자 조절 단백질들로 인해 T 림프구
발달과 활성에 중요한 T 세포 수용체 발현과 신호전달이 감소
했고, 그에 반해 세포 증식 관련 유전자들이 비정상적으로 크
게 증가한 것을 규명했다. 결과적으로 NSrp70이 결핍되면 T
세포 수용체 발현 이상과 함께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 증가로

<NSrp70가 결핍된 실험쥐의 종양제어능 약화 검정.>

관련뉴스링크 :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
html?no=4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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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덕 교수 연구팀,
별 모양의 면역세포 활용하여
차세대 항암치료 물질 개발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전창덕 교수 연구팀은 별
모양의 면역세포인 수지상 세포*를 활용하여 체내 면역반응을
활성화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항암 면역세포치료** 물
질을 개발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체인자 도입이 가지는
고비용, 도입 효율 등의 단점들을 극복하고 생체인자를 약제화
하여 손쉽게 세포에 도입할 수 있으며, 면역기능이 떨어져있는
암환자의 수지상 세포에 즉각적으로 처리해 항암치료의 효과
를 배가시키는 약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지상 세포: 포유동물 면역계에서 외부 침입자의 정보를 T세포에 전달하여
T 세포의 공격력을 높여주는 세포이다.
** 항암 면역세포치료: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T세포 등을 이용해 체내 면역반응을 활성화시켜 낮아진 면역기
능을 강화해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암 저항력의 중심인
면역세포를 채취해 강력하게 배양, 활성화시킨 후 다시 체내에 되돌려 암을
공격하는 치료법이다.

외부 침입자(항원, antigen)가 신체에 유입되거나 암세포가 생
장하게 되면 수지상 세포가 항원 또는 암세포를 포획하고 면역
세포가 잘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림프기
관으로 이동해 면역 T세포에게 항원을 전달하게 된다.
이때 수지상 세포의 이동성과 면역 T세포와의 결합(면역시냅
스형성)은 액틴세포골격근(actin cytoskeleton)에 의해 조절되
는데, 이러한 액틴이 세포의 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세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면역반응을 조절하므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연구팀은 수년간 이러한 액틴의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인
‘Transgelin-2’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면역세포의 활성
뿐 아니라 세포의 이동성에도 관여함을 규명해 왔다.
본 연구팀은 액틴 조절 단백질인 Transgelin-2가 결핍된 수지
상 세포의 경우, 2차 림프기관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정상적으
로 면역세포의 활성과 생장을 유도하지 못해 면역반응을 일으
키지 못함을 증명함으로써 수지상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에 Transgelin-2의 발현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이번 연구
를 통해 새롭게 밝혔다.
전창덕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기초학문적 기전연구를 바
탕으로 세포내로 도입가능하고 세포내에서 안정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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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될 수 있는 Transgelin-2 재조합 단백질을 제작하였
고, 이를 Transgelin-2가 결핍된 수지상세포에 처리하여
Transgelin-2를 재발현시켜 비정상적인 수지상 세포의 기능
을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본 연구팀은 정상 수지상 세포를 실험쥐에 미리 주입하여 면역
활성 환경을 조성한 후 종양을 유도하였을 시 종양크기가 대조
군 대비 50% 이상 감소함을 보여 종양의 형성이 효과적으로
억제됨을 증명하였다.
전창덕 교수는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치료 연구에 있어 세포
내 주요기능을 하는 내부물질을 통해 항암증진의 효과를 보인
첫 사례라는 점에서 본 연구 성과의 의미가 크다” 면서, “현재
진행 중인 면역관문억제 단백질을 수송하는 세포소낭과의 병
용치료법을 개발하여 차세대 수지상세포 기반의 백신 항암전
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지스트 전창덕 교수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창의연구와 국립암센터 주관 보건복지부의 국가 연구개발프로
그램, 지스트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종양면역학
분야 상위 3% 논문인 ‘Journal of Hematology & Oncology’
에 2021년 3월 17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Transgelin-2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차세대 항암면역세포치료술 개발 전략도>

관련뉴스링크 :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
2021040200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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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교수 연구팀,
난자형성 일주기 리듬 메커니즘 규명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생명과학부 김영준 교수
팀이 뇌 생체시계가 방출하는 소마토스타틴계 신경펩타이드*
가 난자형성** 일주기 리듬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 신경펩타이드(Neuropeptide) : 신경단백질은 뉴런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
이용하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단백질들을 일컫는다. 신경단백질은 음식물 섭
취, 신진 대사, 생식, 사회적 행동, 학습 및 기억과 수면을 망라한 광범위한 뇌
기능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 난자형성(oogenesis) : 암컷 난소의 생식 줄기세포부터 성숙한 알을 생성
하는 과정으로, 노랑초파리 알의 생성은 14 단계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노랑초
파리의 주요 생식호르몬인 유약 호르몬은 단계7의 난자가 난황 축적을 시작하
는 단계8의 난자로 성숙하도록 허용해 난자형성을 유도한다.

연구팀은 신경 세포 활성 조절 기술과 유전자 발현 조작 기술
을 적용하여 노랑초파리 뇌에 존재하는 약 10만개의 신경세포
중 6쌍의 생체시계 신경(후방등쪽신경*)이 뇌간 영역에 위치
한 인슐린 성장호르몬 분비 세포의 활성을 주기적으로 억제하
고, 이를 통해 난자 형성을 촉진하는 생식호르몬인 유약호르몬
(Juvenile hormone, JH) 분비 리듬을 생성해 난자형성 일주기
리듬을 만들고 있음을 발견했다.
* 후방등쪽신경(posterior dorsal neuron 1, DN1p) : 노랑초파리 뇌에서 보
고된 150개의 생체시계신경망의 일부로 아침에 활성이 증가하는 M-신경의
영향으로 높은 아침 활성을 가지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 이 신경이 온도 및 빛
의 영향을 받아 일주기 행동 리듬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번 연구
에서는 해당 신경이 난자형성 리듬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생체시계임을 규명
하였다.

동물들은 성공적인 생식을 위해 번식기를 최적화하도록 진화
하여 대형 포유류는 6개월 이상의 임신기간을 갖고 가을에 번
식하여 봄에 출산하고, 임신 기간이 짧은 소형 포유류와 조류
는 주로 봄에 번식하여 여름에 출산한다. 동물의 생체시계는
계절에 따른 낮밤 길이 변화를 감지하여 번식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암컷 번식기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알려지지 않았다.

스타틴계 신경펩타이드인 알라토스타틴-C*가 인슐린 성장호
르몬 세포의 분비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다.
* 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 알라토스타틴-C(Allatostatin-C) : 신경단
백질의 일종으로서 무척추동물 뿐 아니라 척추동물에서도 발견되는 등 진화적
보존도가 높다. 척추동물에서는 성장호르몬 생성 및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로
처음 보고되었고, 생식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알라토스타틴-C는 포유류를 포함한 척추동물에서 생식호
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Gonadotropin-releaseing hormone)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알려진 소마토스타틴과 상동체로, 척추동물에서도 생체시계가
방출하는 소마토스타틴이 생식호르몬의 분비 활성의 일주기를
생성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김영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최초로 발견한 알라토스타
틴-C 방출 생체시계 신경과 생식호르몬 분비 및 난자형성 리
듬과의 인과 관계는 아직 미지의 영역인 척추동물의 번식기를
결정하는 신경과 분자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
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지스트가 지원하는 생명의과학융합연구소사업, 한
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한국초파리연구
자원은행사업(Korea Drosophila Resource Center)의 지원
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연구 성과는 자연과학 분야 세계적 권
위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2021년 1월 26일자 온
라인으로 게재되었다.
관련뉴스링크 : 시사매거진 (http://www.sisamagazine.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45266)

노랑초파리는 생체시계 연구의 중요한 모델 동물로, 노랑초파
리에서 생체시계 유전자인 피어리어드(PERIOD)를 분리한 연
구자들이 2017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랑초
파리 뇌에는 생체시계 기능을 수행하는 약 150개의 신경이 있
어 노랑초파리의 행동 주기와 함께 호르몬 분비 리듬 등 다양
한 생리작용의 일주기 리듬을 생성한다. 그러나 뇌 생체시계가
어떻게 번식기 형성에 중요한 난자형성 주기를 생성하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연구팀은 DN1p 생체시계 신경이 주기적으로 방출하는 소마토

<노랑초파리 난자형성의 일주기를 생성하는 신경내분비 생체시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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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교수 공동연구팀,
수만 개 세포 하나씩 들여다보는 신기술로
만성신장질환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 제시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생명과학부 박지환 교수
팀이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과학기술대학
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정상 신장발달 및 만성신장질환으
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조절인자를 발
굴하여 만성신장질환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팀은 최신 단일세포 분석 기술*을 통해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세포종류로 구성된 장기중의 하나인 신장을 개별 세포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만성신장질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세
포종류를 밝혀내고 이 세포의 분화와 대사조절에 중추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 관련 수용체(Estrogen Related Receptor
Alpha, ESRRA)를 발굴하였다.

이러한 근위 세뇨관 상피세포의 분화와 지질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조절인자가 에스트로겐 관련 수용체(ESRRA)이며, 이 유
전자를 억제하거나 과발현 시킴으로써 만성신장질환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 단일세포 분석 기술: 한 번의 실험으로 수 만개의 개별 세포내에서 발현하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 생물학 및 의생명 분야
에서 가장 중요한 차세대 기술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지스트 박지환 교수(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참여한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 기초연구실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관련 논문은 대사 분야 국제학술지 셀 메
타볼리즘(Cell Metabolism)에 2021년 1월 5일자 인쇄본으로
게재되었다.

만성신장질환은 당뇨, 고혈압에 흔히 수반되는 질환으로 전 세
계적으로 환자수가 약 8억 명이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
이다. 특히, 말기 신장질환으로 발전하면 투석과 신장이식 외
에는 치료법이 없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 따르며 사회
경제적 질병부담비용도 크다. 일단 만성신장질환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를 멈추거나 회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직 없어 새로운 치료제의 개
발이 시급하다.

박지환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일세포 분석기술, 신장 장기유
사체 등의 최신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만성신장질환의 핵심 세
포종류와 조절인자를 밝혀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유전자 발현 조절을 통해 특정 세포종류에만 특이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물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관련뉴스링크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481607)

연구팀은 사람의 만성신장질환이 유도
된 동물모델, 신장 장기유사체 (오가노
이드)*에 대한 단일세포 분석을 통해 만
성신장질환에서는 잘못 분화된 신장 내
근위 세뇨관 상피세포가 다수 존재하며,
이들의 지질대사 과정에도 문제가 생긴
것을 밝혀냈다.
* 신장 장기유사체: 인간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배양하여 만든 신장 특이적 세포집합체로, 실제 신
장과 유사한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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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ife Sciences, GIST
정부포상 현황
2021 과학의 날 (2021.04.21.)

김용철 교수

국무총리 표창

2021 과학의 날 (2021.04.21.)

심해홍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관련뉴스링크: 전자신문 (https://m.etnews.com/20210423000011)

이공계 교육혁신 유공 (2020.12.31.)

조경래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관련뉴스링크: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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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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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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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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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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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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chemistry
& Biophysics

Uncovering Fundamental
Knowledge in Life System
Establishing Solutions for Diseases
based on Molecular Mechanisms

Neuroscience &
Developmental
Biology

Immunology

Application of Basic Research
toward Diagnosis & Therapeutics

Academic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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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동

금호연구관

실험동물자원센터

Facilities

30

15

8

Labs

Labs

동물실험실

2021 NEWSLETTER

GIST at a Glance

2022년 QS 세계대학평가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평가
교수1인당 논문 피인용수 세계4위 14년 연속 국내1위

Name of institute

Rank

Country

1

Indian Institute of Science

India

2

Princeton University

USA

3

Havard University

USA

4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THE(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평가
설립 50년 미만 대학평가 세계 46위·국내 4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아시아 33위·국내11위
(2019 톰슨로이터)

School of Life Sciences, GIST(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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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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0만원, 박사과정 약 2,380만원)
단, 입학등록 시 입학금 680,000원 납부
•박사 및 통합과정 병역특례 혜택 (배정인원 범위 내)
•재학생 전원 기숙사 제공 (1인실, 2인실, 3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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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fe@g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