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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연구단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 구성

1.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글 김대수 영문 Daesoo Kim

소 속 기 관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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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교육연구단장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연

번
저자

논문제목/저서제목

/book chapter/

설계작품명

저널명/

학술대회명/

출판사/행사명

권(호),

페이지

/ISSN/ISBN

(pp. ** - **)

게재·

출판·

행사 연도

DOI 번호

(해당 시)

1 Daesoo Kim

Medial Preoptic

Circuit Induces

Hunting-Like Actions

to Target Objects and

Prey

NATURE

NEUROSCIENCE

21(3), 364-372

/ 1097-6256
2018

10.1038/s41593-018-

0072-x

2 Daesoo Kim

Inhibitory Basal

Ganglia Inputs Induce

Excitatory Motor

Signals in the

Thalamus

NEURON

95(5), 1181-

1196 / 0896-

6273

2017
10.1016/j.neuron.2017

.08.028

3 Daesoo Kim

Optogenetic mapping

of functional

connectivity in

freely moving mice

via insertable

wrapping electrode

array beneath the

skull

ACS NANO

10(2), 2791-

2802 / 1936-

0851

2016
10.1021/acsnano.5b078

89

4 Daesoo Kim

Optogenetic Control

of Endogenous Ca(2+)

Channels in Vivo

Nature

Biotechnology

33(10), 1092-

1096 / 1087-

0156

2015 10.1038/nbt.3350

5 Daesoo Kim

Age-dependent gait

abnormalities in mice

lacking the Rnf170

gene linked to human

autosomal-dominant

sensory ataxia

Human Molecular

Genetics

24(25), 7196-

7206 / 0964-

6906

2015 10.1093/hmg/ddv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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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 구성

1.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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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수 카이스트 BK21 FOUR 생물사업단장 

○ 김대수 교수는 1998년 POSTECH 박사, 미국뉴욕주립대 박사후 연구원,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KIST) 선임연구원을 거쳐 2004년부터 KAIST 생명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

며 2019년부터 학과장으로 봉사하고 있음. 

 연구역량

○ 90년대 줄기세포 및 유전학적인 접근으로 뇌기능과 뇌질환을 연구했으며 1998년 대

학원생 신분으로 Nature에 학위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67편의 SCI 논문 

발표 (인용 5022) 및 10건 이상의 특허 보유. 

○ 특히 BT, NT, IT를 융합하는 다학제 연구를 추구하여 생명과학자임에도 다양한 융합

기술과 공학관련 논문 성과를 보유 (Nature Biotech., 2015; ACS Nano, 2016; Advanced 

Materials, 2020)  ☞ H-index=34, i10 index=58.  

○ 2014년 삼성미래기술 과제 생물분야 최초 선정 (4억/연) 및 2019년 재선정 (5억/연), 

2019년 뇌융합과제 연구책임자 선정 (15억/연) 되었음. KAIST 최우수 연구 10선 (2016, 

2019년), 2017년 삼일문화상, 2018년 KAIST Institute (KI) 융합연구상을 수상하였음. 현재

Scientific Reports, 생물정신의학회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 

 교육역량

○ KAIST 최초 신경생물학 및 동물행동학 강의를 개설하여 질문-실험-협력이 융화된 창

의적인 강의로 2008, 2009, 2015년 우수강의상 수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포한 2016년 다보스 포럼과 2019년 다롄 세계경체포럼 초청

강연, 2019 KAOS ‘기원’강연,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KIRD) 강연,‘어쩌다 어른’ 

TV 출연 (tvN) 등 과학기술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생명과학 트렌드를 전달하는 교수로 

활동.

○ 질문 중심의 연구지도로 박사 11명/석사 2명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현재 대학과 연

구소 PI (교수 2명, 선임연구원 3명), 박사후연구원 (UCSD, MIT, Washington University), 

기관 및 기업의 사원 (LG생명과학, 메디톡스, 충남테크노파크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 

 행정역량

○ 학과혁신 전략: ‘성과보다 화목’이라는 행정철학의 생명과학과 학과장으로 봉사 

중. 2019년 학과장 평과‘S’등급: 학부진입생 KAIST 4위, 학생 만족도, 대학원진학율 

상승, 논문 IF 증가 (6.15 → 6.50), 학과 연구비 및 학과발전기금 증가 (2019년 학과 연

구비 총액: 198억, 발전기금: 7억 600만원). 

○ 인프라 구축: ‘연구 수월성 및 졸업연한 단축’을 위하여 2019년 핵심연구지원센터 

(연 4.5억)를 수주하여 KAIST 내 바이오코어센터 (5억/연)를 설립하고 (현, 센터장) 20여

억원 연구장비 도입, 아시아 지역 최초로 NIKON Center of Excellency를 생명과학과에 

유치 (신형장비 데모, 구매 20% 할인 및 무상 AS 혜택, 공동연구).  

○ 교육제도 개혁: ‘창의적인 연구와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원생 논문 

impact factor 졸업요건 폐지,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조기 심의제 (30% 재심제); 학생

복지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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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1-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교수 현황

연번
성명

(한글/영문)
직급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신임교수 외국인

사업

참여

1 한진희
Jin-Hee

Han
부교수 10120453

인지신경과학/신경생물

학
기존 내국인 참여

2 김상규
Sang-Gyu

Kim
부교수 10177288 식물생리 기존 내국인 참여

3 이승희
Seung-Hee

Lee
부교수 10181907 분자신경생물 기존 내국인 참여

4 정민환
Min Whan

Jung
교수 10077538 뇌신경과학 기존 내국인 참여

5 강석조
Suk-Jo

Kang
부교수 10158980 분자면역 기존 내국인 참여

6 송지준
Ji-Joon

Song
부교수 10160883 구조분자생물 기존 내국인 참여

7 김선창
Sun Chang

Kim
교수 10053584 미생물 기존 내국인 참여

8 최길주
Giltsu

Choi
교수 10057630 식물유전 기존 내국인 참여

9 임대식
Dae-Sik

Lim
교수 10055100 세포신호전달 기존 내국인 참여

10 이균민
Gyun Min

Lee
교수 10082559 생물화학공학 기존 내국인 참여

11 오병하
Byung-Ha

Oh
교수 10104947 구조분자생물 기존 내국인 참여

12 김은준
Eunjoon

Kim
교수 10105350 분자신경생물 기존 내국인 참여

13 김학성
Hak-Sung

Kim
교수 10106910 생물화학공학 기존 내국인 참여

14 한용만
Yong-Mahn

Han
교수 10110206 발생공학 기존 내국인 참여

15 전상용
Sangyong

Jon
교수 10128943 생물약제학/약물송달학 기존 내국인 참여

16 김대수 Daesoo Kim 교수 10134014 신경조직 기존 내국인 참여

17 허원도 Won Do Heo 교수 10138441 분자세포생물 기존 내국인 참여

18 이대엽
Daeyoup

Lee
교수 10164158 분자세포생물 기존 내국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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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한글/영문)
직급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신임교수 외국인

사업

참여

19 김진우
Jin Woo

Kim
교수 10161893 신경계발생 기존 내국인 참여

20 김찬혁
Chan Hyuk

Kim
조교수 10192499 분자면역 기존 내국인 참여

21 이승재
Seung Jae

V Lee
교수 10201212 노화생물학 기존 내국인 참여

22 손종우
Jong Woo

Sohn
조교수 10202655 신경세포 기존 내국인 참여

23 윤기준
Ki-Jun

Yoon
조교수 10617746 신경계발생 신임 내국인 참여

24 정인경
Inkyung

Jung
조교수 10645400 생물정보학 기존 내국인 참여

25 김세윤 Seyun Kim 부교수 11082314 신호전달생화학 기존 내국인 참여

26 김미영
Mi Young

Kim
부교수 10709082 종양생물학 기존 내국인 참여

27 조병관
Byung-Kwan

Cho
부교수 10964050 생물화학공학 기존 내국인 참여

28 김재훈
Jaehoon

Kim
부교수 10976371 단백질생화학 기존 내국인 참여

29 정원석
Won-Suk

Chung
조교수 11548093 신경계발생 기존 외국인 참여

30 서성배
Seong Bae

Suh
부교수 11625910 분자신경생물 기존 외국인 참여

31 서연수
Yeon-Soo

Seo
교수 10164663 핵산생화학 기존 내국인 미참여

32 조경옥
Kyungok

Cho
부교수 10294109 세포발생 기존 외국인 미참여

33 조원기 Won-Ki Cho 조교수 11310364 생물물리 신임 내국인 미참여

참여율 90.91

9 / 802



1.3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현황

<표 1-3>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전임 교수 현황                          (단위: 명, %)

기준일 대학원 학과(부)

전체 교수 수 기존 교수 수 신임 교수 수

전체 참여
참여비율

(%)
전체 참여

참여비율

(%)
전체 참여

참여비율

(%)

2020.

05.14

생명과학

과

임상,건축학

인문사회계열

포함

33 30 90.91 31 29 93.55 2 1 50.00

임상,건축학

인문사회계열

제외

33 30 90.91 31 29 93.55 2 1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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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체 교수 수 (명) 34 35 34 34 34 33 34 34

전입 교수 수 (명) 0 1 0 1 2 0 1 1

전출 교수 수 (명) 0 0 1 1 2 1 0 1

11 / 802



<표 1-5> 최근 3년간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김상규 2017년 2학기 전입 신규 임용

2 김정회 2018년 1학기 전출 정년 퇴직

3 최준호 2018년 2학기 전출 정년 퇴직

4 윤기준 2018년 2학기 전입 신규 임용

5 박찬규 2019년 1학기 전출 정년 퇴직

6 데이비드 헬프만 2019년 1학기 전출 정년 퇴직

7 이승재 2019년 1학기 전입 신규 임용

8 조원기 2019년 1학기 전입 신규 임용

9 최광욱 2019년 2학기 전출 정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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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단위 : 명, %)

기준일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2020.

05.14

생명과학

과

전체 0 0 - 29 17 58.62 269 217 80.67 298 234 78.52

자교

학사
0 0 - 2 1 50.00 99 75 75.76 101 76 75.25

외국인 0 0 - 3 0 0.00 7 5 71.43 10 5 50.00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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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외국인 학생 현황

연번 성명 국적 학사출신대학
공인어학성적

비고
국어 영어

1
AFIA TASNIM

RAHMAN
방글라데시 성균관대학교

2 DAO VAN QUY 베트남
Vietnam National

University

3 DUC LE DUY 베트남
Thai Nguyen

University

4 Junyeop Roh 미국 Amherst College

5
Marcel Janis

Beha
독일

Eberhard Karls

Universitat

Tubingen

6
Nevena

Duskunovic
벨기에 Ghent University

7 SEAHYUNG PARK 뉴질랜드 한국과학기술원

8 SOO YEON LEE 미국 서울대학교

9 Thi Hoa Nguyen 베트남
VNU University

of Science

10 THI THUY NGUYEN 베트남
VNU University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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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2.1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15 / 802



가. 카이스트 BK21 FOUR 생물사업단 비전 2031 개요

 VISION 2031: “글로벌 Top 10 생명과학 가치창출 및 인재양성”

○ 2021년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KAIST는 지난 반세기 교육과 연구 혁신을 통해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

○ KAIST 설립 60주년인 2031년을 목표로 수립된 ‘KAIST VISION 2031’은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Global Value-Creative Leading University)”을 핵심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연구, 기술사업화, 국제화, 미래전략 분야별 혁신방안을 제시. 

○ 카이스트 BK21 생물사업단은 2019년 BK21 리트릿과 교수연수회를 통해 KAIST 

VISION 2031’에 근거한‘생명과학 분야 글로벌 Top 10 가치창출 및 인재양성’을 위

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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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AIST VISION 2031 세부내용 (교육, 연구, 신산업창출, 국제화 혁신)

 교육혁신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생명과학 관련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융합

능력, 협업능력, 윤리의식을 겸비한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추구. 

이를 위해 전뇌(全腦) 교육, 팀기반 학습, 글로벌 리더십 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추

진과제 발굴과 시행.

○ 교육 컨텐츠 개혁: 카이스트 BK21 FOUR 생물사업단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석․박사 통합

과정, 실험실 로테이션을 통한 학생 주도형 지도교수 선택제도, 다학제적 커리큘럼 등 교육제

도 개혁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임.

○ 학사제도 개혁: 창의적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박사학위 졸업논문 IF 요건 폐지하는 대

신 박사학위논문 계획서 및 자격시험의 심도있는 진단 및 평가 시행, 대학원생 세미나

를 이용한 학위 논문연구진도 발표 의무화, 우수 대학원생 포상 (우수 논문상, 우수 발표상 년

1회 포상), 외국인 학생 선발확대, 대학원 교수 강의 100% 영어 실시 및 전과목 강의 평가제 등

을 실시.

 연구혁신

○ 학생주도형 랩선택: 2010년 봄학기부터는 전면 도입된 랩로테이션 제도를 더욱 발전시

켜 하여 신입 대학원생들은 총 3곳의 실험실을 스스로 선정하여 각 한 달씩 총 3개월의 로테

이션을 한 후에 최종 실험실을 정하도록 하였음. 랩이 정해진 후에도 로테이션 한 연구실

과 긴밀한 협력관계와 이를 통한 시너지 유도. 

○ 박사졸업연한 단축을 위한 제도 개혁: 현재 평균 6.3 년인 박사연한을 5.3 년으로 단

축하는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단순 반복적인 실험이나 고난도의 실험을 바이오코어 센

터에서 전문연구원들이 실비로 지원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 및 논문작성 시간 단축. ☞ 

현재 바이오코어 센터 운영 중. 

○ 연구 인력 및 연구 인프라 개선: 우수 신임 교원을 유치하기 위한 우수 신임 교원 발굴 위

원회를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국제적으로 우수 신임 교원을 충원하고, 신임 교원의 안정적

인 정착을 위한 정착연구비, 바이오코어 사용료 우대, 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를 본 사업단

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임.

○ 다학제 협력연구 강화: 연구실 로테이션과 대학원생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실간 

다양한 공동연구가 Bottom-up 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 KAIST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최

대한 활용하여 학과간 다학제 융합연구 지원. ☞ 현재 학과 내 연구교류를 위한 K-BOB 

program과 학과간 다학제 융합연구를 위한 2020 글로벌 특이점 과제 (10억/연).  

 사업화 혁신

○ 교육-연구-사업의 선순환 시스템을 확립: 생명과학 기술 가치 창출형 사업단으로 거

듭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및 교수들이 창업을 지원하

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지원함. ☞ 회사의 매칭 펀드로 박사연구를 지원하는 

G-CORE 사업 (현재 생명과학과 내 6개 연구실), E5 KAIST 사업화 실습 프로그램 등 

진행 중.  

○ 산-학 네트워크 확대: 개별 연구실의 핵심 연구들이 기술이전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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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IT 스탠포드대 EPFL 칭화대

시사점

바이오
교육

- 분자생물학 중심 다학제

- First Year program, Biopal, 
대학원생 교육/교류프로그램 
운영

- Responsible conduct in 
research training, 연구자로서 
기본자질 교육

- 바이오 관련 25 개 분과별 
대학원 생 모집

- Creating New 
knowledge

- 분자에서 
생태까지 다학제 
교육

- Ice Provost: 
대학원생 
보육프로그램

다학제 연구 및 
분석능력을 갖춘 
바이오세대 양성
4 개 분야 연구소의 
연구와 연계된 교육

Brain-Mind
Bioengineering
Global Health
Cancer research

NIBS 
(국립생물학연구
소) 와 
통합연계하여 
생물학 교육-연구 
시너지

 현장중심교육
 학제융합교육 
 문제해결교육
 다양성 및 

전문화 (분야가 
학과로 나뉘어져 
있음)

있도록 산학협력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양한 바이오 벤처 기업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2019년 제1회 “바이오 헬스케어 Jab Fair”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학생과 기업, 교수와 기업이 만나 바이오텍의 미래와 진로를 모색하는 행사 진행 

중. ☞ KAIST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생명과학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생들과 긴밀

한 협력 및 교류로 생명과학과 연구실의 다양한 기술과 트렌드에 대해 교류.

○ 산-학 장학금 확대: 메디톡스 장학금, 엔지노믹스 장학금 등 현재 진행 중인 산-학 

장학금을 다른 바이오벤처기업으로 확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바이오산업 발전의 중요

성을 알고 산업계 진출을 독려함. 

 국제화 혁신

○ 미국 등 선진국의 생명과학 관련 대학에 비해 국제적인 연사의 세미나가 부족한 실

정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야별 S급 연사초청을 늘이고 교내 국제 세미나를 적극 지

원하기로 함. ☞ 2019년 KAIX 프로그램과 학과지원으로 월별로 국제 심포지엄 및 세미

나가 개최되었음. 

○ 해외석좌겸직교수 영입: 학과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해외 교수들을 학과의 석좌겸직 

교수로 임명하여 연구와 발전전략을 긴밀하게 논의함 ☞ 2020 줄기세포이용 파킨슨 병 

치료를 세계최초로 성공한 Havard 의과대학 McLean 연구소 김광수 교수 KAIST 석좌겸

직 교수 임명.

○ 스위스 EPFL, 하바드 대학교, UCLA 등 바이오 관련 대학과 적극적인 공동연구로 대

학원생들의 장단기 국제적인 해외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수월성을 

증대함. BK21 사업 참여교수들은 대학원생들이 분야별 중요 학회에서 포스터나 구두발

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적극 지원함. 

○ 외국대학의 교환학생 유치: Experience KAIST Program으로 해외 협력 대학들의 교환학생

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아시아 지역 최우수 학생들을 초청하여 본 사

업단의 연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해마다 제공함.

 

다. 벤치마킹을 통한 KAIST BK21 생물사업단 역량분석

 해외 선진대학 바이오분야 벤치마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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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구

생물학, 생물공학, 뇌과학, 
생물리, 헬스사이언스 등 
세분화된 연구체계

화이트헤드 연구소

스탠포드 Bio-X
Wu Tsai 
Neurosciences 
Institute
Interdiciplinar
y 

정부지원 중심 4 
개의 연구소 협의체

논문지향에서 
산업지향 
실용연구으로 
전환 중

 학제간융합연구 
 산학 연계연구

바이오
코어

MITCHES
생명과학 산하 학과별 
Corefacility 시설 완비

Stanford Core 
Services
http://med.stanf
ord.edu/corefacil
ities.html
- SCACCF

Core facilities and 
services
-바이오 이미징, 
약물 스크리닝 등 
세부 기술별 코어

Science Park 
중심의 대규모 
NIBS corefacility

 바이오코어의 
중요성
 산학협력
 All-in-one 

지원체계

산학협
력

MIT0ILP
(Industrial Liaison Program) 

Route 128

OTL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리서치파크

유럽과학기술 
네트워크, Industry 

day 운영
https://journeeindus
trie.epfl.ch/en/home

칭화홀딩스, 
사이언스파크

 기업연구지원 
 사업화 
 전략적 협력
 산학연클러스터

○ 경쟁대학들은 다학제 융합연구가 가능한 바이오인재 양성측면에서 KAIST 생명과학과

와 유사한 비전과 목표를 표방하고 있으며 바이오분야 교수 수적인 측면에서 비교 우

위를 보임 (KAIST 의 2~3 배 수준) ☞ 신입교원 유치 및 지원 필요.

○ 경쟁대학들이 다양한 다학제 바이오 연구를 할 수 있는 주요 원인중 하나가 대규모 

바이오코어임. 대학원생이 기술이 없어도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바이오코어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바이오코어는 산학연계의 투자와 발전이 선순환을 이루는데 구심점으

로 작용하고 있음.  ☞ EPFL의 경우 연간 200 억 규모 바이오코어 예산 지원 

○ KAIST는 중앙분석센터가 있으나 바이오 전문인력이 없어 장비사용 예약이나 사용료 

징수와 같은 단순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세계 유수 대학들은 KAIST 와 같은 중앙집중

된 코어가 아니라 각 학과별 연구소별로 특화된 코어를 확립하고 있음.

○ 2019년 설립된 ‘KAIST 바이오코어’는 5명의 전문연구원이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지

원하고 있으며 예상대로 분석 및 장비사용료→연구수월성→연구비증가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경우 졸업연한 단축과 논문 성과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됨.

 2019 QS 랭킹 비교 분석

QS 랭킹 대학 학문적평판도 논문당 인용횟수 졸업생 평판도 h-index

1 Havard 100 90.9 100 100

2 MIT 95 100 96.8 90.9

11 Caltech 94.3 89 81.8 68.2

15 동경대학교 90.6 77.1 89.3 79.2

51-100 서울대학교 81.4 71.3 81.6 68.8

51-100 KAIST 77.8 76.8 76.4 57.2

○ 2019 바이오분야 QS ranking 분석에 따르면 KAIST는 논문 성과의 Impact factor 측면

에서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고 있으나 (IF: 2017, 6.1→2018, 6.3→2019, 6.5), 논문 당 인

용횟수와 학문적 평판도와 졸업생 평판도 측면에서 경쟁대학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

타남. ☞ 그동안 논문실적에 집중했던 노력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발전전략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경쟁대학의 바이오관련 논문과 연구성과에는 의과대학이나 의료관련 연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의과대학이 없는 KAIST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 앞으로 환자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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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S-IS TO-BE

교육혁신

Ÿ 바이오 분야 기초과학 교육 및 연
구 투자 저조

Ÿ AI 전문가 양성 체계 고도화 필요

Ÿ 교수자 중심 전통적 교육시스템

Ÿ 창의적인 다학제 융합연구로서 
생명과학 재평가 및 발전전략 필
요

 교육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선도인재 양성 
역량 강화

Ÿ 기초과학 진흥을 통해 노벨상급 연구에 
도전하는 연구허브(KAIX) 구축 ☞ 2019 
생명과학과 KAIX 신경과학 프로그램

Ÿ AI연구원 기반 AI관련 바이오 기술개발
을 수행할 전문가 양성

Ÿ 창의적 융합인재양성 위한 교육방식혁신
(Education 4.0, Flipped-Learning 등)

연구혁신

Ÿ 세대별 연구단절로 학문의 연속
성 결여

Ÿ 다방면에 대한 소규모 융합연구, 
세계적 성과달성에 취약

Ÿ 단기/양적 성과 중심 연구수행으
로 새로운 가치(High-Value) 창출
취약 

Ÿ 수동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협업 연구 수행 확
대

Ÿ KAIST 초세대 협업연구실 제도 ☞ 2019 
생명과학과 유치 (김선창, 조병관 교수)

Ÿ 글로벌 선도 융복합 Flagship 연구 ☞ 2020 
KAIST 글로벌 특이점 과제 생명과학과 유
치 (허원도, 이승희, 정재웅, 김대수 교수)

Ÿ 창의적/도전적 연구분야의 초장기간 지
원으로 자유롭게 연구하는 문화 조성 

Ÿ 연구몰입 환경 조성 위한 학생/연구자 지
원시스템 혁신(Stipend, 연구장비 등)

기술사업
화혁신

Ÿ 관행적·수동적 특허 및 기술이
전 관리

Ÿ 연구실의 아이디어로 창업하고 
발전하는데 제도적 한계

 바이오 산업관련 플랫폼 구축 및 강화

Ÿ 교육-연구-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제도적
으로 지원

Ÿ 지식재산 관리 전문화 및 확산 시스템 구
축 ☞ 2020 년 4 월부로 기술창업 시 비용절
감 정책 시행

국제화
혁신

Ÿ 외국인 교원/학생들의 충원필요

Ÿ 논문성과는 상위권이나 편판 및 
지명도 측면에서 세계경쟁력은 
저조

 글로벌 초일류 지향

Ÿ 2031 보고서를 기초로 글로벌 가치창출 선
도대학 목표 제시

Ÿ 생명과학 분야 우수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유치

Ÿ 인류난제 해결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성과 독력 및 지원

터를 활용한 빅데이터와 관련연구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격차는 증가할 것으

로 사료됨. ☞ 진행중인 의과대학과 공동연구, 공동창업 연계 프로그램에 적극참여 및 

새로운 바이오-의료 관련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또한 KAIST는 대학원생이 주요 연구인력임에 비하여 경쟁대학들은 박사후연구원이 

주 연구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 전문성을 갖춘 우수 박사후연구원을 유인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시급함 ☞ 처후개선과 독립적인 연구지원으로 우수박사후연구원 유치를 

위한 사업을 KAIST 차원에서 계획 중.

 내․외부 분석을 통한 혁신 시사점(AS-IS,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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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강점 요인) Weakness (약점 요인)

 연구와 논문성과 측면에서 세계 상위권에 비
교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1~3 차 BK21 사업을 통한 대학원 교육시스템 
확립 과 우수 신임교원 유치로 세대교체 
 생명과학 분야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총장의 
의지와 지원
 2019 년  바이오코어 신설로 인한 연구와 교
육의 시너지 효과
 2019~2020 년 차 차세대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제도 개혁완료

 지방소재 한계로 인한 우수 학생 (배출인력)
의 유출 (지역외, 해외) 현상 증가
 연구 성과의 경제적 가치창출 및 성과확산 체
계 미흡
 최근 세계 대학평가 경쟁력 지수 하락 등 대
외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시급 (예: 중
화권 대학 약진)
 연구 선순환 체계를 위한 제도 및 운영시스템 
미흡
 상대적으로 낙후된 연구시설 및 건물 등 인프
라 확충 필요

 SWOT분석을 통한 전략도출

Opportunity (기회 요인) Threat (위협 요인)
 바이오벤처 발전 등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
대와 신뢰도 증가
 4차 산업혁명 대비 R&D 인력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 강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바이오헬스 케어의 중
요성 증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융
합기술 연구, 산업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연
구 확대

 이공계열 기피현상과 글로벌 대학간 경쟁 심화
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국가 R&D사업 및 연구의 질적 성과창출에 대한 
요구 강화
 창업생태계 및 기업 지원을 통한 급진적 성과
확산에 대한 요구 확대
 신생 과기특성화대학과 차별화된 변화･혁신 
요구 확산

그림. BK21Four 생물사업단의 교육-연구-산업 선순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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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KAIST BK21 생물사업단의 목표 및 전략

학문적 기초  강화

○ ‘질문 중심’ 과학교육: 인류의 당면한 난제와 훌륭한 과학적 질문을 정의하고 이를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개발에 역점.

○ ‘목적 지향적’과학교육: 다양한 질문들 중에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질문을 정의

하고 선택하며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 기초강화 핵심전략: 

- 랩 로테이션과 컨텐츠 강화: 1년차에 시행되는 랩 로테이션 시 각 실험실의 핵심연구

주제와 질문을 명확히 파악하는‘주제파악 로테이션’을 시행함. 

- 박사학위논문 계획서 및 자격시험 조기심사제 도입: 2년차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

사학위논문 계획서 및 자격시험 심사를 개최하여 학위논문의 주제와 방법론 설정 단계

에서부터 면밀히 점검하여 연구방향 설정을 도와 연구 수월성을 강화할 것임.

☞ 심사기준: 연구결과가 아닌 학위논문 연구의 구성 (연구 주제, 핵심가설, 실험 방법론) 

의 질과 연차 내 수행가능한 연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하위 30%는 재심사를 받도록 

함.

 미래 생명과학을 선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인‘융합’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사업단은 지난

1~3 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초 및 응용, 공학 분야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연구 컨텐

츠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개발.

○ 융합인재 양성 주요전략:

- ‘바이오코어 센터’구축: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더라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양한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바이오코어’기반 다학제 융합연구 활성화. 타학과 및 타 

기관에서도 바이오코어 활용이 가능하므로 협업연구 허브로 역할. 

☞ 2019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사업 수주로 운영비 및 인건비 확보. 연구원 5명 고용 

및 활동 중.

- 첨단 다학제 교육 인프라 구축:　Education 4.0, STAR-MOOC, 맞춤형 강의 모듈을 활

용한 바이오 융합강의 개발 및 AI 대학원 선택과목을 수강을 활용할 것임.  

- K-BOB 프로그램: 연구실간 소통을 증대하기 위해 학생 주도로 월별로 연구실 연합 연

구발표 및 social program 실시 중.

 사회 및 산업적 가치 창출형 인재 양성

○ 가치 창출을 위한 신성장 산업으로 연구성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연구-산업이 연

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궁극적으로 학과발전과 KAIST 발전으로 이어지도

록 함. 

○ 가치창출형 인재양성 전략

-  2019년 제1회 ‘바이오헬스케어 Job Fair’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의 새로운 가치와 산

업현장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핵심연구기술을 산업화 및 창업 아이템에 대한  안목

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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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외 창업관련 연구비 및 펠로우쉽 지원을 독료하고 지원하여 기업가 마인드를 배

울 수 있는 기회 마련.

- 융합캡스톤 디자인 과목 수강을 통해 학기수업 후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도록 함.

- 논문을 출판한 이후 자신의 논문의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논평을 작성

하여 학과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시행 중) 우수한 제보에 대하여 수상.

 배려와 소통의 C3 리더 양성

○ 그동안 도전 (Challenge)과 창의 (Creativity)로 대표된 KAIST의 정신에 배려 (Caring)

을 더해 C3 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 생명과학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연구 및 윤리교육 

강화.

○ C3 바이오인재 양성 전략

- ‘경쟁’위주의 문화에서 ‘가치’위주의 문화로 전환: 가치를 위한 협력, 가치를 위

한 배려, 가치를 위한 창의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학과문화를 변화시킴. ☞ 예) 팀과제 성

과제, 수업의 개별점수 평가를 넘어 팀원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프로젝트 과제 

제시.

- 난치성 질환, 미세먼지, COVID-19 사태 등 생물학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자

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이를 연구와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

디어를 제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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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교육역량 영역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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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K21Four 생물사업단 교육목표  

가. 교육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운영계획

비전:‘글로벌 Top10 생명과학 가치창출 및 인재양성’

목표: 

 학문적 기초 강화

○ 본 사업단은 단기간에 학문적 기초를 완성하고 이후 취업 또는 연구직 경력에 신속

히 진입시키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석박사통합과정 또는 박사과정 (석사학위

자 대상)으로만 대학원생을 선발하고 있음. 

○ 생명과학 기초개념 및 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대학원 강의 24학점 + 연구 36학

점을 이수요건으로 하고 있음. ☞  강의 18학점 + 연구 15학점을 이수 할 경우 석사로

도 졸업가능 함.  

○ 학생 주도적인 학문적 기초 강화를 위해 대학원 선택 과목 확대

- 전공필수과목이었던 ‘고급분자세포생물학 I’을 2017년 봄학기에 전공선택으로 변경

하여 현재 세미나를 제외한 모든 생명과학과 과목을 전공선택으로 개설함. 

- 400단위 과목을 학/석/박사 상호 공통 과목으로 개설하여 타 대학 학부 출신 대학원생

들의 과목 선택 폭을 넓히고자 함. 

○ 생명과학 주제 특강 과목 신설: 최신 생명과학 지식 및 연구방법을 익히도록 하고 4

단계 BK21 사업기간에는 신임교수들에게 생명과학 특강 과목 개설을 의무화하여 대학

원생들이 생명과학 분야 다양한 최신 지견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지난 3년간 개설된 생명과학 특강 과목은 아래와 같음.

- 2017년 봄학기: 신경교세포 생물학, 유전체학, 치료용 단백질 생산, Advanced Systems 

Neuroscience

- 2017년 가을학기: Landmark Discoveries in Cell Biology, 과학적 추론과 의사소통, 뇌신

경질환, 감각과 지각, 합성면역학, 바이오컨쥬게이트 화학, 환경진화발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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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봄학기: 유전체학, 환경진화발생학

- 2018년 가을학기: Landmark Discoveries in Cell Biology, 일반생태학, 합성면역학, 바이

오컨쥬게이트 화학, 광유전학

- 2019년 봄학기: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행동의 신경학적 규명, 분자유전학기법, 

Advanced Systems Neuroscience

- 2019년 가을학기: 일반생태학, 합성면역학, 생명과학을 위한 기초물리원리, Advanced 

Systems Neuroscience

○  생명과학과 전임교수들의 과목 외에 KAIST 의과학대학원, 바이오및뇌공학과, 생명화

학공학과에서 개설되는 대학원 생명과학 분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융합교육

의 기회를 제공함.

○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소의 책임급 연구원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들을 강

사로 초빙하여 필수 생물 분석 기술을 강의하는 ‘생학실험표준’과 ‘생물분석기술’ 

과목을 개설하여 본 사업단에서 미흡할 수 있는 분석기술 교육에 활용함.  

○ 외부 연사 초청 세미나

- 국내외연사 초청: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과세미나와 비정기적

으로 다수 개최되는 비정기 세미나에 국내외 우수 학자를 초빙하여 연구 동향 습득에 

적극 활용함. 학과 학술발전위원회 및 학부/대학원생 학술위원회의 추천 학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 참가 학자 등을 적극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류할 계획임.

- 해외석학 초청: KAIST에 설치된 KAIX (KAIST Advanced Institute for Science-X) 센터

는 2019년부터 세계 최정상 학자들의 KAIST 방문 연구 및 교류를 지원하여 국제적 기

초과학 연구 Hub를 구축을 목적으로 방문과학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음. 본 사업단은 

KAIST 생명과학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협력 연구와 학술 교류를 창출하기 위해 방문

과학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초빙된 최정상 학자들의 세미나를 통해 대학원

생들의 최신 연구 동향 습득 및 연구 의욕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 영어 논문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 개발

- 과학적 의사소통 과목을 개설하여 영어 논문 작성에 대한 강의를 해왔던 월튼 존스 

교수가 2017년 은퇴하였음. 4단계 BK21 사업기간에는 영어논문작성 관련 교과목인‘생

명과학자를 위한 영어 발표 및 논문 작성법’을 개설하여 과학적 사고 및 논리에 근거

한 영어논문완성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

○ 랩 로테이션: 학생주도형 랩 선택

- 2010년 봄학기부터 외국대학원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랩 로테이션 제도를 전면 도입하

여 시행하고 있음. 이 제도를 통해 신입 대학원생들은 총 3곳의 실험실을 스스로 선정

하여 각 3주씩 로테이션을 한 후에 최종 실험실을 정하도록 하였음. 랩 로테이션 실시 

결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강화 되었으며 학생유치를 위한 자구노력이 증대되었음. 

또한 로테이션 기간 동안 여러 실험실의 인프라를 이해할 수 있어 향후 공동연구에 활

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바이오코어 센터를 활용한 실험교육 지원

- 본 사업단에서는 2019년 바이오코어 센터를 설치하고 5명의 전담인력을 고용하였음.

- 각종 장비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학원생들이 생명과학 분야 첨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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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원활히 함.  

-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단순 반복적인 실험이나 고난도의 실험을 실비로 지원하여 대학

원생의 연구의 질적 향상 및 논문작성 시간 단축을 유도함.

  융합형 인재 양성

○ 연구실간 교류프로그램: 본 사업단은 기초과학에서 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명과

학 분야의 연구실이 있어 연구실간 교류와 협력이 융합형 인재양성의 기초가 됨.

- 랩 로테이션: 대학원 입학 후 원하는 연구실에서 3주씩 3회의 랩 로테이션 제도를 실

시하여 대학원생들이 관심 분야 연구실을 비교 체험 후 학위논문연구를 수행할 연구실

을 선택함. 이를 통해 추후 다른 연구실과 공동연구 및 인프라 활용을 통한 융합연구를 

유도함.

- K-BOB 프로그램: 매달 각 실험실별 소통 강화를 위해 개별 연구그룹 간 공동 랩 세미

나를 개최하고 있음. 현재 신경생물학, 면역학, 암생물학, 후성유전학 관련 연구 그룹이 

활성화 되어 있음. ☞ 학과에서는 다과 및 음료수 지원. 

○ 다학제 콘텐츠 제공: 다양한 On-line 강의 프로그램과 타학과 선택과목 수강 독려

- Coursera 강좌 Biochemical Principles of Energy Metabolism: 3,200명 수강

- KMOOK 강좌 바이오에너제틱스: 1,000여명 수강

- 2018년 개설 인공지능 대학원 과목: 인공지능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강의개설

○ 융합캡스톤 디자인: 다양한 학생들과 기업이 함께하는 수업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 수

업기간 동안 산업적 가치가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특허를 출원함.

 ☞ 2018년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 지도 및 특허출원: ‘시각화 기술을 접목한 화장실 

냄새 솔루션’(주)딥센트랩스. 

  사회 및 산업적 가치 창출형 인재 양성

○ 사회 산업적 가치 관련 교과목 운영

- 연구결과에 대한 권리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그 방

법을 교육시키기 위해 지적재산권 설정 방법과 유지에 관한 교육 실시함. 기업가 정신 

및 경영전략, 특허분석 및 발명출원을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운영함.

- 대학원생들의 폭 넓은 사고와 융합능력 및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리더십 함양: 인공지

능 활용, 확률 및 통계학을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운영함.

- 향후 생물학 교육 및 연구의 큰 흐름으로 생각되는 bench-to-bed 또는 

bench-to-market 연구 개념을 강화시키기 위해 의학 또는 산학협동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함.

○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체 및 연구소와의 교육 협력

- 국내 제약 및 생명과학 산업체의 연구소와 협력 연구를 추진함. 

 ☞ ㈜메디톡스, ㈜엔지노믹스 장학금: 매년 박사학생 대상 장학금을 지원

- 산업체 연구과제를 통해 위탁교육 박사과정 학생을 유치하여 산업체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함.

-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학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다양한 교육의 틀 제공을 위해 

KAIST-UST 공동 학위제도 및 KAIST-KRISS 연계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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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바이오헬스케어 Job Fair

- 본 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바이오 제약 및 헬스케어 분야의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가을 KAIST 바이오헬스케어 Job Fair를 개최함. 

- 본 행사를 통해 바이오 제약-헬스케어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사들과 우수한 KAIST 학

사/석사/박사/포스닥들과 만남 교류 그리고 인재선발을 유도하고자 함.

- 2019년 11월 처음 개최된 본 행사에 20개 바이오 관련 벤처 및 투자사, 500여명의 학

부생, 대학원생, 연구원이 참여하였음. 4단계 BK21 사업기간에 본 행사를 더욱 확대/발

전시켜 개최할 예정임. 

 소통과 배려를 갖춘 C3 연구리더 양성

○ 최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구성원의 다양성과 국제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소통과 배려의 가치를 증대함. 

○ 연구 윤리 강좌와 리더십 강좌를 모든 대학원생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연구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함.

○ 조교 의무제: 1학기 실험 조교와 1학기 강의 조교를 의무화 하여 전문지식 전달 및 

교육의 경험을 축적하도록 함.

○ 대학원생의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 본 사업단의 사업비와 KAIST의 국제협력사업비를 활용하여 대학원생들의 장단기 해외 

연수 및 공동연구를 지원함.

-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해외연수의 필요성, 연구계획, 예상 연구성과, 지원학생의 

외국어 능력, 교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외 연수 대학원생을 선발/지원함.

- 해외 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함.

- 교육 효과를 위해 대학원생 세미나, BK21 리트릿 등의 사업단 행사에서 연수 결과를 

구두 발표하여 연수 결과를 평가하고 공유함.

○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초빙하여 학문 및 윤리의식 고양을 위

한 리더십 강좌를 실시하고 있음. 2019년 실시된 리더십 강좌는 아래와 같으며 4단계 

BK21 사업기간에도 계속 개최할 예정임.

- 2019년 봄학기

∙ 김영걸 (KAIST 글로벌리더십센터장):“글로벌 리더의 조건”

∙ 박승오 (작가):“시계를 멈추고 나침반을 보다”

∙ 조승환 (POSTECH 교수):“내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

∙ 안현희 (C은행 상무):“금융하는 공학도”

∙ 맹학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지속가능성의 시대 영 리더의 역할”

∙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부사장):“배달의민족의 문제해결기법”

∙ 이소영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대표):“그림은 위로다”

∙ 백승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발사체 개발 과정에서의 리더의 역할”

- 2019년 가을학기

∙ 김영걸 (KAIST 글로벌리더십센터장):“글로벌 리더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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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 스타트업”

∙ 임재원 (고피자 대표):“창업을 결심한 다음 날 해야할 일”

∙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내 인생의 임계국면, 우주와 사랑에 빠진 물리

학자”

∙ 은유 (작가):“나와 당신을 연결하는 이해와 공감의 글쓰기”

∙ 이수인 (Eunma, Inc. CEO):“세상의 교육을 바꾸는 꿈”

∙ 장대익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왜 진화가 중요한가?”

∙ 박봉철 (닥터박법률사무소 소장):“인공지능 변호사”

 4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혁신

○ 현재까지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은 박사학위논문 계획서 및 자격시험, 대학원생 

세미나 발표를 통한 중간 심사, 학위논문심사의 3단계에 걸친 심사 및 학위논문심사위

원회 위원들의 지도를 통해 양질의 박사학위 연구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본 사업단은 4단계 BK21 사업기간에 박사학위논문 계획서 및 자격시험과 졸업 요건 

개혁을 통해 연구 수월성을 강화하고 대학원생들의 박사과정 재학기간이 단축될 수 있

도록 개선하고자 함. 아래에 주요 계획의 분석 및 구체적 실행 계획을 기술하였음.    

○ 박사학위논문 계획서 및 자격시험 (박사논문제안서) 강화

 현행: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은 석박사통합과정 2년 말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구두발표를 통한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

음. 절대평가를 통한 자격심사에서 최근 3년간 자격시험 통과 비율은 평균 95%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상황임. 학위 과정 초기의 연구 진행 상황

이 박사학위논문의 우수성을 크게 결정하는 만큼 아래와 같이 현행 자격시험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　본 사업단 소속 2년차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들은 입학 후 2년 내 지도교수를 

제외한 4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구두발표를 통한 자격시험

을 치르며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30%를 재응시 하도록 함. 이 계획은 2019년 대학원 

입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임.

- 연구 결과 보다는 학위논문 연구의 구성 (연구 주제. 핵심 가설, 실험 방법, 실행 가능

성)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함.  

-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학위 과정 초기에 학위 연구에 집중하고, 우수한 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해 지도교수로부터 학위논문 주제와 방법론 설정 단계부터 면밀한 연구 지도

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박사과정 재학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함.  

○ 창의적 연구를 독려하기 위한 박사학위 졸업 논문 impact factor (IF) 요건 폐지 

 현행: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의 졸업 여건 중 하나는 박사학위 연구 내용을 IF 5 

이상의 저널에 주저자로 1편 이상 게재하거나, 제 1저자로 게재한 논문의 합이 IF 6 이

상이어야 함. 논문게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추천졸업을 통해 학사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으나 이는 연구실 당 1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졸업 후에라도 논문게재를 할 수 밖

에 없도록 하는 장치를 두었음.  

 개정: SCI 저널 투고를 졸업요건으로 하되 IF는 고려하지 않음. 본 제도를 통해 추천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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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연차초과자의 수를 줄이고 자율적으로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함. 

- 본 사업단의 논문의 질적 우수성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근거: 3단계 

BK21 최종보고서 (2019년 9월)

2017 2018 2019

논문 편수 121 133 124

평균 IF 6.1506 6.3957 6.5032

- 본 사업단에서는 BK 사업 단계를 거치며 대부분 다른 BK 사업단과 마찬가지로 학술

지 게재 논문 IF 졸업 요건을 상향시키며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게재된 논문의 분석을 통해 졸업 요건과 게제 논문 IF 간의 상관

관계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음. 오히려 졸업 여건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논

문을 제출하여 논문의 IF가 하락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본 사업단의 국외학술지 논문 실적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논문 

수는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질적으로 점프하는 혁신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 ☞최근 3년간 (2017년 2월~ 2019년 8월) 졸업생들이 게재한 대표

논문 총 114편의 impact factor 평균은 7.143임.

-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 사업단은 SCI 논문 게재를 졸업 여건으로 유지하되 IF 조

건은 폐지하여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하고자 함. 이는 본 사업단의 대학원

생 수준과 연구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신감에 기인하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국제 최우수 교육/연구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함.

○ 학위기간 단축을 위한 혁신방안

- 현재 평균 대학원 수학 기간이 6.4년 임. 이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졸업하는데 6년 이

상이 소요됨을 의미함. 본 사업단은 향후 3년 이내에 수학기간을 5년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박사논문 자격시험 강화: 대학원 2년차에 연구논문의 목표와 설계를 확정하여 향후 우

수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함. ☞ 실질적인 효과로서 2020년 8월 자격시험 대비하

기 위해 연구실 별로 우수한 연구제안서를 준비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 

 - ‘바이오코어 센터’를 통한 연구 지원: 대학원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실험

설계에 집중하고, 단순실험 또는 초고난도의 실험의 경우 바이오코어센터의 전문인력을 

통해 장비활용,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지원함. ☞ 2019 년 8월, 생명과학 대학 산하 바

이오코어 센터 발족 및 서비스 개시 (이미징, 유세포분석, 유전체 분석, 분자 및 대사체 

분석 서비스 등), 5분야 5명의 연구원 (박사 연구원 2명)이 활동 중임. 

 - 지도학생 연차 및 대학원생 배출실적을 지도교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대학원생 총원

제한제도(국비 대학원생 기준 최대 10명)를 통해 기존학생들의 학위기간이 장기화될 경

우 새로운 학생선발에 제한을 받도록 함.

나.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및 연구역량의 교육적 활용

 대학원생 세미나

○ 대학원생 세미나:　석박통합과정 4년차 및 박사과정 3년차 대학원생이 수행중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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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위원들과 대학원생들에세 필수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연구진

행에 대한 중간평가 및 피드백을 받도록 함. 대학원생 세미나는 영어발표 영어 문답을 

의무화 함. 

○ BK21 리트릿 연구성과 발표회: 매년 교수와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2박3일 과정의 교

수-학생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대학원생이 구두 또는 포스터로 학위 과정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학생에게 시상함.

○ 연구 결과 발표 능력 및 연구자 간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로 활용함. 

 석박사모험연구

○ 도전적/창의적인 모험 연구로서 6개월 이상 필요한 연구에 대해 대학원생이 직접 연

구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소규모 

연구비를 지급함.

○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연구제안서 작성, 연구비 운영 등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

기 위한 교육의 기회로 활용함.

 신진연구인력 충원 및 지원 

○ 우수 신진연구인력에게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 신진연구인력의 교육역량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함.

○ 연구교수의 경우 대학원생 학생지도를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 전임교수들과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협력 수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극대화함으로써 교육적/학문적 발전

의 시너지를 창출함.

다.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

 강의평가 및 환류

○ 중간 강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최종 강의평가 외에 학기 중 중간 강의평가를 실시

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교수가 학기 중 강의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최종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에게 학점확인 우선권을 부여하여 강의평가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음.

○ 10개 항목 중 주요 5개 항목 (강의 구성, 강의 이해도, 강의 분위기, 지식발전 기여도, 

영어강의 여부)의 최종 강의평가 결과를 과목실명으로 공개함.

○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 연말 고과 및 연봉제에 적극 반영함. 현재 개인 고과 평가 교

육실적 점수의 42%가 강의 관련 점수임.

○ 강의평가 점수가 기준이하인 (3.0/5.0) 교수의 강의를 차기년도에 제한함.

○ KAIST 우수강의상과 생명과학과 강창원강의상을 시행하여 강의의 질 향상 및 우수 

강의 교수를 격려하여 충실한 교육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학과교수회의 및 BK21 운영위원회의

○ 본 사업단은 대학원교육위원회, 학사주임교수 등이 대학원교육과정을 항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원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교직원과 학생 등 사업단 구성원들의 의견은 학과교수회의와 BK21 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논의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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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과목

번호

전임교수

명

2015 

봄

2015 

가을

2016 

봄

2016 

가을

2017 

봄

2017 

가을

2018 

봄

2018 

가을

2019 

봄

2019 

가을

1 면역학 BS452 강석조 O  O  O  O  O  
2 면역치료 BS542 강석조      O     
3 유전자발현 BS525 강창원     O  O  O  
4 행동유전학 BS515 김대수   O  O  O    

5 생명과학특강  
III<후성유전학과 암> BS483 김미영    O       

6 생학실험표준 BS501 김미영       O    
7 고급암생물학 BS632 김미영   O     O   

8 생명과학특강  
IV<일반생태학> BS484 김상규        O  O

9 생명과학특강  
V<저분자생물학> BS485 김세윤 O          

10 대사생물학 BS549 김세윤     O      
11 신경생물학Ⅱ BS450 김은준          O

12 생명과학특강  
IV<뇌신경질환> BS484 김은준  O    O     

13 신경발생생물학 BS547 김진우   O    O    

14 생명과학특강  
V<합성면역학> BS485 김찬혁      O  O  O

그림. 카이스트 BK21 FOUR 생물사업단의 선순환 연구/교육 혁신

라. 전임교수 대학원 강의 실적과 계획

 최근 5년 간 대학원 강의 실적

○ 본 사업단에서는 최근 5년 간 (2015.3.1.~2020.2.29.) 총 67개 (교과목: 64개, 세미나과

목: 3개)의 강의를 개설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현재 본 사업단에 소속된 전임교수 33명 중 31명이 최근 5년간 대학원 강의를 개설하

였음. 강의를 개설하지 않은 김선창 교수는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소장 보직으로 강

의에서 제외 되었으며, 임대식 교수는 2014년까지 대학원 과목인 암유전학을 격년으로 

개설하였으나 사업기간 중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파견되었기에 대학원 강의에 참여하지 

못 하였음. 이를 감안하면 사업단 소속 전임교수 전원이 대학원 강의에 참여하였음.

- 아래에 최근 5년간 개설된 67개 과목의 강의교수와 개설 학기를 정리하였고 자세한 

개설현황은 별도 파일로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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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백질  설계학 BS562 김학성  O  O       

16 생명과학특강III<세포생
물학랜드마크논문> BS483 데이비드  

헬프만 O  O   O  O   

17 암생물학 BS521 데이비드  
헬프만  O   O      

18
생명과학특강  

IV<행동의 신경학적 
규명>

BS484 서성배         O  

19 생학실험표준 BS501 서연수   O  O      
20 생리학 BS453 손종우 O  O  O  O  O  

21 생명과학특강  
IV<이온통로생리학> BS484 손종우  O         

22 고급신경생물학 BS543 손종우    O       
23 구조생물학  개론 BS454 송지준    O    O   

24 생명과학특강  
III<분자기계구조> BS483 송지준  O         

25
생명과학특강  

III<과학적 추론과 
의사소통>

BS483 송지준      O     

26 구조생물학  개론 BS454 오병하 O        O  
27 과학적 의사소통 BS469 월튼존스  O         
28 줄기세포학 BS442 윤기준          O

29
생명과학특강  
III<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BS483 윤기준         O  

30 고급동물세포공학 BS571 이균민   O    O  O  

31 생물공학특강<치료용  
단백질 생산> BS750 이균민     O      

32 에피제네틱스 BS528 이대엽  O         

33 생명과학특강  
V<분자유전학기법> BS485 이승재         O  

34 생명과학특강IV<Sensati
onandPerception> BS484 이승희   O   O     

35 생명과학특강  
III<생유기화학> BS483 전상용 O          

36 생명과학특강  
VI<Bioconjugate 화학> BS486 전상용  O    O  O   

37 생명과학특강  
III<시스템신경과학> BS483 정민환  O         

38 고급신경생물학 BS543 정민환      O    O

39
고급생명과학특강  

III<Advanced systems 
neuroscience>

BS803 정민환 O    O     O

40 임상의학개론 BS507 정범석  O         

41 생명과학특강  
IV<신경교세포 생물학> BS484 정원석     O      

42 유전체학 BS415 정인경         O  

43 생명과학특강  
VI<유전체학> BS486 정인경     O  O    

44 생물통계학 BS512 정인경      O    O
45 약물전달학 BS584 정현정        O   
46 환경진화생물학 BS417 조경옥         O  

47 생명과학특강  
VI<환경진화발생학> BS486 조경옥      O O    

48 합성  생물학 BS458 조병관  O  O  O  O   
49 오믹스  생물학 BS553 조병관 O  O  O  O  O  

50
생명과학특강  

VI<생명과학을 위한 
기초물리원리>

BS486 조원기          O

51 고급유전학 BS516 최광욱  O    O  O  O

52 생명과학특강  
V<식물광수용체> BS485 최길주  O         

53 바이러스학 BS431 최준호       O   O
54 분자생물학특론 BS433 최준호      O     
55 줄기세포학 BS442 한용만  O         
56 고급발생학 BS585 한용만   O        
57 신경생물학Ⅱ BS450 한진희    O    O   
58 과학적  의사소통 BS469 한진희      O     

59 생명과학특강  
III<Memory Engram> BS483 한진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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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바이오이미징 BS435 허원도 O  O  O  O  O  
61 세포신호전달 BS588 허원도      O     

62 세포생물학특강<광유전
학> BS740 허원도        O   

63 고급분자세포생물학 I BS611

최준호,  
조경옥, 
서연수, 
김진우, 
김세윤

O  O  O  O  O  

64 고급분자세포생물학Ⅱ BS612

강석조,  
이대엽, 
김재훈, 
조병관

 O  O    O  O

65 세미나(석사) BS966 손종우  
외 9명 O O O O O O O O O O

66 세미나(박사) BS986 손종우  
외 9명 O O O O O O O O O O

67 대학원생 세미나 BS990 전상용 
외 9명 O O O O O O O O O O

 - 400단위 과목은 학부/대학원 공통과목임.

- 세미나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개설하여 대학원생들의 과목 선텍의 폭

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음 (고급분자세포생물학 I 과목은 2017년 봄학기부터 전공필수

에서 전공선택으로 변경).

- 위의 전임교수 개설 과목 외에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소의 책임급연구원과 과학기술연

합대학원대학교 교수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필수 생물 분석 기술을 강의하는 ‘생물분

석기술 (BS564)’ 과목을 2015년부터 매년 가을학기에 본 학과의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음.

- 또한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은 KAIST 의과학대학원, 바이오및뇌공학과, 생명화학

공학과에서 개설되는 다수의 생명과학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4단계 BK21 사업기간 대학원 강의 계획

○ 본 사업단은 소속 전임교수들이 1년에 학/석/박사 교과목 6학점 이상 및 2년에 대학

원 교과목 3학점 이상 강의하도록 의무화하여 모든 전임교수가 대학원 강의에 참여하

도록 함.

○ 강의의 질 향상 및 우수 강의 교수를 격려하기 위해 KAIST는 개교기념일에 우수강의

상을 시상하고 있음. 이와는 별도로 본 사업단에서는 교육과 강의에 특별한 열정을 가

졌던 강창원 교수 (현 생명과학과 명예교수)를 기리기 위해 ‘강창원강의상 (가칭)’을 

제정하여 시상할 계획임.

○ 신규 대학원 교과목 개설: 본 사업단은 신규 교과목 개발을 교원 평가 점수에 반영함

으로써 교수들의 신규 교과목 개설을 유도하고 있음. 본 사업단에서는 신임교수를 비롯

한 참여교수들의 새로운 대학원 과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아래에 4단계 BK21 사업기

간에 신규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원 과목을 기술하였음.

- 대사 생물학 (온라인 기반 강의, 김세윤 교수): 본 강의에서는 세포내 저분자 물질 (대

사체)의 신호전달적 기능의 범위를 이해하고 타겟 단백질의 활성조절 기전의 다양성을 

소개하고자 함. 최근 생물학계의 중요한 주제인 대사적 조절과 대사체들의 작용방식을 

심도 깊게 학습하고 이머징 생명과학 분야의 동향을 토론하도록 설계함. 이에 본 교과

목은 대사 생물학의 핵심적 원리의 소개를 시작으로 암 대사, 면역 대사, 뇌 대사와 같

은 대사 기반 핵심적 생물학 조절 연구 분야를 종합적으로 학습하도록 편성함. 또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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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의 작용기전의 분자적 수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단백질-대사체 결합 연구, 대

사체 기반 단백질 변형조절, 대사체 유래 단백질 구조적 안정성 조절과 같은 원천적인 

생물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첨단 연구진들의 연구전략과 실험적 접근법을 소개함. 

본 강좌는 온라인 비대면 녹화 강의 (1.5시간/주)를 바탕으로 그룹 토론 (1.5시간/주)으로 

구성하여 온라인 강좌의 장점 (학습자가 원하시는 시간에 충분히 동영상으로 강좌를 반

복 청취 / 온라인 기반 자가학습능력을 배양하여 미래 시대 우수 인재상 육성)을 적용

함과 동시에 대면 그룹 토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여 각 연구분야의 장단점과 실험적 

데이터의 해석과 한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생물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학원생들의 

연구능력, 사고력 및 창의성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구하고자 함. 

- 동물세포 유전체 편집 이론 및 실습 (김찬혁 교수):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유전체 편집

을 통해 특정 유전자의 발현 및 기능 조절이 가능하며, 이는 현대 생물학에서 필수적으

로 사용되는 실험기법임. 최근 유전체 편집은 기초 생물학 연구뿐만 아니라 유전자 재

조합 단백질의 생산 또는 치료용 동물 세포 엔지니어링 등 응용 생물학 분야에도 폭넓

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임. 본 과목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동물세포의 유전체 편집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학위과정 연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교과과정의 내용은 바이러스 벡터 및 크리스퍼 시스템에 대한 

생물학적 배경지식과 실험 기법에 대한 이론적 교육이 선행되고, 이후 모델 시스템을 

활용한 유전체 편집 실습과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논문 발표를 병행하여 진행함.

- 신경전기생리학 (손종우 교수): 신경세포 및 신경회로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전기

생리학 실험 기법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으로 신경과학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

으므로 신경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은 전기생리학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함. 

본 과목의 전반부에서는 신경세포의 안정막 전압, 활동 전압, 이온 전류의 전기 생리학

적 기초 및 가바 (GABA)와 글루타메이트 등 신경전달물질의 시냅스 작용 기전에 대해 

다루어 신경전기생리학의 고전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후반부에는 광유전학, 

화학유전학, in vivo 칼슘 이미징 기법 등 최신 신경 과학 연구 기법과 그 이론적 배경

에 대하여 다루어 수강생들의 연구 수행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강의는 교

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주요 내용마다 landmark가 되는 논문을 읽고 발표하

게 함으로써 전기신경생리학의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역사와 배경에 대한 이해

를 돕고자 함.

- 줄기세포 생물학과 재생 의학 (윤기준 교수): 최근에 이르러 줄기세포의 제작, 특성, 분

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신규 교과목 개설을 통해 지

난 몇 년간 이루어진 줄기세포 생물학의 발전 내용과, 향후 줄기세포를 이용한 기술이 

인류의 중요 의학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을 전

달하고자 함. 이를 위해 줄기세포 생물학의 역사와 줄기세포의 기본적 특성과 역분화 

과정에 대한 이해, 조직 공학에의 응용과 3차원 오가노이드 제작,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 의학의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이

해를 제공하고자 함.

- 생명과학자를 위한 영어 발표 및 논문 작성법 (이승재 교수): 본 과목은 생명과학자에

게 필수적인 영어 발표 및 논문 작성에 대한 in depth training을 목표로 함. 영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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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저널 및 연구 내용 발표에 대한 원칙을 강의하고, 수강자가 직접 발표를 수행

한 후 교수의 피드백을 통하여 발전을 도모함. 영어 논문 작성의 경우 논문 독해 방법

에서 작성까지의 기본 원칙, 논문의 구조 설명, 논문 작성의 실질적인 기술, 지도교수와

의 디스커션 요령, 표절 방지 및 연구 윤리 교육, 저널의 선택 및 논문의 투고, 리비젼 

등 모든 과정을 강의함. 강의 후 수강생들이 실제적으로 본인의 관련 프로젝트 혹은 분

야 리뷰에 대해 영어 논문의 일부분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강의 교수가 수정 첨삭 및 

조언을 함으로써 향후 영어 논문 작성에 실제 도움이 되고자 함.

- 신경 교세포 생물학 (정원석 교수): 중추 신경계 및 말초 신경계에서는 신경세포와 비 

신경세포인 교세포가 서로 어울려 상호 연계하며 존재함. 최근 교세포가 신경세포의 단

순 지지 역할을 담당한다는 기존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특히 교세포가 정상 뇌의 발

생, 기능 유지 및 뇌 질환의 발병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본 과목에서는 교세포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심도 있는 지

식을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최근 교세포 관련 논문들과 관련 리뷰들을 정리하여 공개 

토론을 함으로써 교세포 연구의 최신 흐름을 전달하고 자 함. 기존의 신경 생물학 교과

서에서는 교세포에 대한 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교세포 

생물학 교과목 개설을 통해 타 학교 및 학과와는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이후에 신경 과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함.

- 뉴클레옴 생물학 (정인경 교수): 최근의 연구들은 진핵세포의 전사 조절 기전이 DNA에 

저장된 단순 염기서열이나, DNA 메틸화, 히스톤 변형과 같은 후성 유전인자들에 국한

되지 않고, 핵 내 다양한 생화학적/생물리적 특성의 시공간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보여줌. 특히 핵 안에 3차원으로 배열된 게놈의 구조 (=염색질의 3차구조) 및 핵 

내 여러 인자들의 조합에 따른 상분리 현상 등에 기반하여 세포의 전사 조절 기전을 

규명하려는 신규 유전자 조절 패러다임이 제시고도 있음. 이러한 핵 내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적/생물리적 현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뉴클레옴 생물학’이라 

부름. 본 과목에서는 학부/대학원생 때 배웠던 후성유전학, 유전체학, 생물통계학의 지

식을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이 뉴클레옴 생물학이라는 신규 학문 분야를 접하고 뉴클레

옴 관점에서 전사 조절 분자 기전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 습득을 목표함. 이를 위해 해

당 분야의 landmark 논문들을 교재로 삼아 관련 기술과 주요 발견에 대해 논의하고, 관

련 데이터 분석 실습을 통해 본 학문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자 함. 

- 감각과 지각 (이승희 교수): 외부 감각 정보는 동물의 감각기를 통해 신경계로 전달되

며 두뇌의 복잡한 신경망 속에서 처리되어 인식의 과정을 거쳐 기억 정보로 저장되게 

됨. 두뇌에서의 감각 정보의 처리 과정은 동물이 유의미한 감각 정보를 두뇌 신경망에

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통해 동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의미한 

감각 정보를 지각할 수 있음. 본 과목에서는 학부생 때 배웠던 세포생물학, 신경생물학 

I, 신경생물학 II의 지식을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심도 깊은 시스템 신경과학의 

다양한 실험 방법 및 원리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본인의 학위 연구에 응

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감각 처리 연구의 landmark 논문들을 교재로 삼아 역사적인 

발견 및 기술적 발전 등을 이해하고 복잡한 두뇌 회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풀어야 할 주요 난제에 대해 학습하여 향후 신경과학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

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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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바이오공학 (전상용 교수): 나노기술의 발달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생물학

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수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

소재는 고유한 성질을 지니게 되어 질병 바이오마커 검출을 위한 고감도 센싱 및 다중 

탐지가 가능하게 하며, 치료제의 캐리어로써도 약물의 고효율 탑재 및 생체 내 표적 전

달로 인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본 과목에서는 학사과정 때 습득한 생화학,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지식을 나노기술과 융합하여 생명공학 및 의료용 기술에 응용

하는 일에 대한 이론적 기초, 방법론, 연구 사례 등을 소개하고, 연구 개발을 위한 아이

디어를 도출하는 경험을 통해 나노바이오공학 연구를 접함.

- 고급생체영상분석학 (허원도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신 바이오 분야의 연

구는 기존의 실험대 위에서의 기술과 함께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컴퓨터 기술, 살

아있는 생체 시료에서 생체분자들을 시각화하는 이미징 기술 등 기술의 다각화를 요구

함. 최신 이미징 기술은 작은 분자 수준에서부터 동물개체 수준까지 영상화를 가능하게 

하였음. 현재 본 학과 내에는 바이오 이미징 기법들과 그 원리를 학습하는 교과목이 있

지만, 실제 이미징 실험을 통해 얻은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교과목은 없

음. 실제 연구에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 자체는 대학 내 공동장비실 등에 있는 다양한 

현미경들로 쉽게 획득이 가능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이미징 실험 이후 획득한 데이터로

부터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분석법에 관한 지식이 부재함. 제안하는 과목에서는 

다양한 스케일의 생체 시료들을 실제 여러 현미경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미징하고, 획득

한 영상 데이터를 후처리하는 방법에서부터 연구 목적에 맞는 현상을 관찰하고 정량화

해서 도식화하는 과정까지를 학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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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2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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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 KAIST 바이오코어 센터를 활용한 교육 지원

- 현대 생명과학의 발전은 첨단 분석장비의 대형화, 고급화 및 생체물질분석의 다각화에 

기반한 시스템적 접근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바이오 기초과학연구의 추세는 4차 산업혁

명과 맞물려 학문 및 해당 산업발전을 가속화함.

- 본 사업단은 2019년 8월 핵심장비지원과제 수주하여 KAIST 바이오코어 센터를 설립하

였음.

- 4대 필수 바이오 분석기술 (유세포, 유전체, 이미징, 질량분석)을 중심으로 고감도 첨단

장비들을 집적화하여 바이오 전문 분석 코어센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이를 통해 기초 생명과학의 핵심정보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핵심 첨단장비를 집적

화 및 일원화함.

- 해당 분석연구분야의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첨단 연구 및 분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KAIST 및 외부 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의 전방위적 활용을 통한 국내 기초생명

과학 연구의 비약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 이러한 바이오코어 센터를 기반으로 KAIST 및 대외 공동활용,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첨단 분석 데이터를 제공함. 이러한 연구개발성과는 국제 SCI급 논문의 개제, 관련 학술

대회 발표, 각종 기술개발(예. 바이오마커 및 치료기술) 관련 특허출원/등록성과/기술이

전의 다각적인 성과를 도출함.

- 본 사업단에서는 바이오코어 센터 운영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장비 사용 교육 및 바이

오 분석 서비스의 전문성, 활용도 및 효율성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 대학원

생들이 빠른 시간에 우수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 수월성 향상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임.

그림. KAIST 바이오코어 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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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초장기 연구 지원

- KAIST는 글로벌 난제, 기초과학 분야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현재 본인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연구와는 무관한 주제, 외부에서 연구비를 받기 어려우나 학문 특성상 꼭 필

요한 주제, 현재 핫이슈가 아닌 주제, 10년 이내 상업화가 불가능한 주제에 대해 연구

결과의 성공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KC30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제당 2천만원/년을 최소 5

년에서 30년간 지원함. 

- 대학원생의 평생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교육에 이 사업을 

활용하고자 함. 

○ 초세대 협업연구실 제도 

- 교원 은퇴와 더불어 그동안 운영해 온 연구실의 학문적 업적과 명성이 후 세대에 전

달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음.

- KAIST는 시니어 교원의 축적된 학문적 유산을 후세대에 기부하고 이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세대 협업연구실 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를 통해 주니어 교원이 세대를 뛰어넘는 학문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현재 본 사업단 소속 김선창 교수가 초세대 협업연구실에 선정되어 오랜 기간 쌓아온 

학문적 역량을 후속세대에 전달하고 있음.

 사회 및 과학의 대중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 리더십 강좌

- 사회 각 분야의 리더를 초빙하여 석사과정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하고 사고 확장을 위

한 전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리더십 강좌를 대학원 공통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

음. 최근 3년간 개최된 강좌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
봄학기 가을학기

수강인원(명) 강좌 수(회) 수강인원(명) 강좌 수(회)

2017년도 383 7 381 7

2018년도 315 7 291 8

2019년도 274 7 269 7

○ Open KAIST

- 청소년 및 일반시민에게 KAIST의 캠퍼스와 연구실 등 교육·연구시설의 개방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KAIST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KAIST 입학을 준비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KAIST인의 연구열정을 소개하며,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역동

적인 과학기술 한국을 위해 매진하는 KAIST의 연구 환경 소개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가을학기에 격년제로 Open KAIST를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4단계 BK21 사업기간에

도 행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 최근 3년간 본 사업단 소속 교수들의 강연 및 연구실 

소개 실적은 아래와 같음.

∙ 2017년: 정인경 교수 (개인맞춤형 유전체의 미래), 김찬혁 교수 (암정복의 미래), 정원

석 교수 (신경과학의 미래), 김대수 교수 (스마트폰으로 관찰하는 신경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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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김미영 교수 (생명과학 및 연구내용 소개), 허원도 교수 (빛과 세포의 만남: 

바이오이미징과 광유전학을 이용한 생물학 연구 방법 설명, 살아 있는 세포 이미징 및 

광유전학 실험 방법 설명), 윤기준 교수 (줄기세포의 미래: 생쥐모델을 이용한 배아 발

달 연구 소개, 인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방법 소개)

○ 금요일에 과학터치

- 과학자와 일반인들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최신 첨단과학과 유용한 과학지식을 나누기 

위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행사에 본 사업단에 소속된 

교수들이 강연해 오고 있으며, 4단계 BK21 사업기간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임. 일반인들

이 과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딱딱하고 수식위주의 원리들이 실제 과학기술에 어떻게 적

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최근 3년간 본 사업단 소속 교수들의 강연, 연구실 소개 

실적은 아래와 같음.

∙ 2017년: 허원도 교수 (세포와 뇌를 조종하는 광리모컨)

∙ 2018년: 김세윤 교수 (세포 내 저분자의 세계), 이승희 교수 (세상과 소통하는 뇌)

∙ 2019년: 전상용 교수 (항암 나노의약품: 현재 그리고 미래)

○ 경암 바이오유스캠프 유치 및 운영

- 생명과학분야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들의 진로 결정 및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단 교수들은 강연 또는 여름방학 중 연구실을 탐방 및 연구 체험 기회 등을 제

공해 왔으며 4단계 BK21 사업기간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임.

 가치창출을 선도할 산업인재 양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 교육-연구-사업이 연계를 통한 생명과학 기술 가치 인재 양성을 위해 본 사업단은 아

래의 프로그램을 지원/개최할 계획임. 

○ KAIST 바이오헬스케어 Job Fair

- 최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 제약 및 헬스케어 벤처들이 다

수 설립되고 있으나 우수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KAIST 대학원생들도 바이오 제약 및 헬스케어 벤처에 취업 및 창업에 관심이 있으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본 사업단은 바이오 제약 및 헬스케어 벤처들과 KAIST 혁신 기술들과 뛰어난 인재들

을 연결하는 장을 주관함으로써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중흥에 기여하고자 함.

- 바이오 제약-헬스케어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사들과 우수한 본 사업단 소속 연구원들

의 만남 교류 및 인재선발을 위한 KAIST 바이오헬스케어 Job Fair를 개최함.

- 2019년 11월 처음 개최된 본 행사에 20개 바이오 관련 벤처 및 투자사, 500여명의 학

부생, 대학원생,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이정규 대표 (브릿지바이오), 이동기 대표 (올릭

스), 박용근 교수 (토모큐브), 이정호 교수 (소바젠) 등의 연사가 바이오벤처 성공사례에 

대해 강연하였음.

- 4단계 BK21 사업기간에 매년 본 행사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더

불어 첨단 바이오 장비 및 기술을 소개하는‘KAIST Bio-Tech day’행사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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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글로벌산학협력연구센터 G-Core 사업

-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이 기업이 함께 산업체 수요 중심의 R&D를 수행하고, 지식재

산, 기술이전,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구현하여 연구 역량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함.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지원함.

유형 특징 주요내용

기업 파견형
글로벌 우수인재 기업체 
파견형 (Plug-In Lab) 

- 파트너 기업에 글로벌우수인재를 파견하여 연구 개발 수행
- 기업이 제시한 연구주제 중심 인력유치·활용
- 파트너 기업 선정 후 해당기업 부설연구소에 인력파견

대학 파견형
기업체 연구인력 대학 
파견형 (Open-Lab)

- KAIST Lab에 기업 연구인력이 상주하며 공동연구
- 기업과 Lab이 공동 제시한 연구주제 중심 인력유치·활용
- 파트너 기업 인력이 KAIST 소속 파트너 Lab에 파견

공동 연구형 수요기업 개별 맞춤형
- KAIST Lab 연구인력이 기업제안 연구과제 수행
- 기업 R&D 수요를 연구과제화 (1년 이내 일몰형 과제) 후 
글로벌우수인재를 활용하여 과제수행

기술이전/
차업형

기술이전 창업연계형

- 글로벌우수인재가 KAIST의 휴면특허를 활용한 심층연구
를 수행하여 연구성과를 파트너기업에 기술이전

- 글로벌 우수인재가 직접 Hitech 기술창업 아이템으로 활
용

 ☞ 2018~2019년 본 사업단 참여 교수: 4명 (김대수, 허원도, 김찬혁, 조병관)  

○ End-Run 사업화 도약과제

- 성과 중심에서 새로운 가치창출 중심으로의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아이디어와 

시장을 민첩하게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추진함.

- 교수의 멘토링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연구제안서 작성을 지도하고 산학 연계 연구 수

행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적재산권 창출을 위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여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산업체

에서 요구하는 차세대 생명공학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함.

과명 지원규모 비고

일반과제 40~75백만원 -

분당서울대병원 
협업과제

50백만원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삼성서울병원 협업과제 50백만원 삼성서울병원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 산업체 및 연구소와의 교육 협력

- 국내 생명과학 산업체 및 연구소와 협력 연구를 추진함.

- 산업체 연구과제를 통해 위탁교육 박사과정 학생을 유치하여 산업체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과의 교류를 활성화 함. 현재 본 사업단 소속 위탁교

육 박사과정 학생 명단은 아래와 같음.

∙ 권준철, 정영란(이상 LG생명과학); 김유강(제노스); 김원겸(뉴라클사이언스); 문재훈(녹

십자); 소문경(이수앱지스); 안용호(아키젠 바이오텍 리미티드); 이승주(제넥셀세인); 신

진수(한국화학연구원); 류태영, 박안나, 박종호, 손민정, 손현암, 안우찬, 이주형, 이지

연, 이지윤, 장송이, 장한빛, 조진화, 정지혜, 최상현 (이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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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가정신 리더십 강좌

- 창업가로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의 초청 강연을 리더십 강좌로 제공

함으로써 대학원생들에게 창업가적 리더십 함양 및 혁신/도전정신을 향상시키고자 함. 

최근 3년간 개최된 강좌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
봄학기 가을학기

수강인원(명) 강좌 수(회) 수강인원(명) 강좌 수(회)

2017년도 268 7 259 8

2018년도 254 7 279 7

2019년도 269 7 26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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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3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17년 0.00 25.50 258.00 283.50

2018년 0.00 27.00 253.50 280.50

2019년 0.00 30.00 257.50 287.50

계 0.00 82.50 769.00 851.50

배출

(졸업생)

2017년 8 42 50

2018년 5 36 41

2019년 5 37 42

계 18 11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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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2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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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대학원생 지원 및 선발 현황

○ 본 사업단은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매년 봄학기와 가을학기로 나

누어 대학원생을 선발하고 있음. 

○ 국비/KAIST/일반 장학생의 경우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외국인 

학생의 경우 서류심사와 선발의사가 있는 교수들의 화상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였음.

○ 2019년 봄/가을학기 본 사업단에 지원한 학생 수 및 최종 선발된 국비장학생 수는 아

래와 같으며, 이는 본 사업단이 높은 경쟁률을 통해 최우수 대학원생을 선발하고 있음

을 의미함.

학기 지원자 수 국비장학생 경쟁률

2019년 봄학기 93 34 2.74:1

2019년 가을학기 37 4 9.25:1

 KAIST 생명과학과 우수 학부생 확보 계획

○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생명과학과는 국내 최고수준의 학부생들을 교육하는 기관

이기도 함. 우수한 KAIST 학부생들을 본 사업단의 대학원생으로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함.

○ 학부생 대상 학과 및 연구실 홍보: 무학년 무학과로 운영되는 KAIST 학사 운영의 특

성상 우수 학부생을 생명과학과로 유치하기 위해 매년 봄/가을학기에 1학년을 대상으로 

각 연구실의 연구를 소개하는 새내기세미나를 개최함. 또한 매년 가을학기에 1학년 학

부생을 대상으로 무학과 학생 학과설명회를 개최하여 2학년 학과 선택 시 생명과학과 

선택을 유도함. 이를 통해 신입생들이 바이오 연구에 관심을 갖고 대학원 진학 시 생명

과학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 학부생 연구 과목 개설: 이상적인 대학원 진학의 첫째 요건은 학생의 관심에 부합하

는 연구 분야를 선택하는데 있음.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생명과학과의 학부생들은 

여름/겨울학기를 포함하여 모든 학기에 연구실을 선택하여 개별연구 또는 졸업 필수요

건으로 졸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실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재학 중 여러 연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부생들의 본 사업단의 

대학원과정으로의 진학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연구실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함.

○ KAIST-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개별연구 및 졸업연구와는 별도로 학

부생들이 직접 연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선정될 경우 연구비와 인건비를 제공

하여 일정기간 연구를 행하는 KAIST-URP 프로그램을 운영함. 연구 성과 발표회를 통해 

우수연구자를 포상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 이를 통해 연구 경험

을 쌓은 우수 학부생들이 본 사업단의 대학원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학부 학술회 지원: 학부생들이 직접 학과세미나 연사를 초청하는 학부 학술회를 운영

함. 이를 통해 최근 연구동향 및 국내외 우수 과학자의 연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자 함.

○ K-FaF (KAIST-Fauna and Flora): 2011년부터 지도교수와 학부 지도학생들이 field로 

나가 자연의 동식물을 직접 체험하는 K-FAF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1박 2일간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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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행사를 통해 학생과 교수가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부

생들이 각 교수의 연구 및 생명과학과 대학원 과정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도록 하고자 함.

 국내 타 대학의 우수 학부생 확보 계획

○ 국내 타 대학의 우수 학부생들을 본 사업단의 대학원생으로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함.

- Bio-URP: 본 사업단이 소속된 생명과학과는 2010년부터 타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Bio-URP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음. 본 학과에 관심이 있는 외부 대학 출신 지원자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기숙사와 인건비를 제공하며 방학동안 본 사업단의 연구실 생활

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최우수 학생들의 본 사업단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자 함. 

매년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타 대학 지원자 수는 최종 선발 인원의 3~4배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 간 총 66명의 국내외 대학 학부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참

가자들 중 다수가 본 사업단의 대학원생으로 입학하였음.

- Open KAIST: 청소년 및 일반시민에게 KAIST의 캠퍼스와 연구실 등 교육·연구시설의 

개방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KAIST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KAIST 입학을 준비하는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KAIST의 연구열정을 소개하며,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

에게 역동적인 과학기술 한국을 위해 매진하는 KAIST의 연구환경 소개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가을학기에 격년제로 Open KAIST를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4단계 BK21 

사업기간에도 행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

- 금요일에 과학터치: 과학자와 일반인들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최신 첨단과학과 유용한 

과학지식을 나누기 위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행사에 

본 사업단에 소속된 교수들이 강연해 오고 있으며, 4단계 BK21 사업기간에도 적극 참

여할 계획임. 일반인들이 과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딱딱하고 수식위주의 원리들이 실제 

과학기술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

한 호기심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해외 우수 학부생 확보 계획 

○ 해외 우수 학부생들을 본 사업단의 대학원생으로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프로그

램을 진행함.

○ 외국대학 교환학생 유치: 해외 협력 대학들의 교환학생을 유치하여 본 학과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 4단계 BK21 사업기간에도 외국인 교환학생

을 적극 유치하여 본 사업단 대학원과정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자 하고자 함. 최근 3년

간 해외 교환학생 수와 출신국가는 아래와 같음.

∙ 2017년: 7명 (3개국: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 2018년: 12명 (11개국: 프랑스, 인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독

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대만)

∙ 2019년: 9명 (6개국: 싱가포르, 덴마크, 영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 Experience KAIST Program: 2006년부터 Hanoi University of Science (현 Vietnam 

National University (VNU) of Science at Hanoi)에 재학 중인 최우수 학생들을 초청하여 

본 사업단의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이 프로그램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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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던 VNU 학생 중 여러 명이 본 학과 대학원으로 선발되어 이미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이며 우수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음. 2019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태국 출라롱콘대학

과 마히돌대학으로 확대하여 진행하였으며, 4단계 BK21 사업기간에는 대상국가 및 선

발학생 수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 최근 5년 간 총 20명의 베트남, 태국 학생들이 이 프

로그램에 참여하였음.

  본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지원 계획

○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수업료 면제, 기숙사, 의료보험, 산재보험을 제공함.

- 국비장학생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받는 장학금과 별도로 연구실에서 수탁연구비를 제

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하한선 이상을 지급함.

- KAIST장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경우 연구실에서 수탁연구비를 지급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 학생인건비 하한선 이상을 지급함.  

- 메티톡스 장학금 등 재원을 이용하여 생활 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추

가로 지급함.

- 본 사업단 및 각 연구실 별로 대학원생들의 연구 환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우수연구 성과에 대한 포상

-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평가 및 선정을 통해 Agarwal Award, 우수논문상, 엔지노믹스

상, 연구발표회 발표상, 최우수 저널 논문 게제에 포상금 지급 등 우수연구실적을 포상

하여 연구 동기를 부여함.

○ 장단기 해외 연수 및 학술대회 발표 지원

- 선진화된 연구기술 습득 및 연구 내용의 상호 교류를 통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

해 대학원생들의 장단기 해외연수/공동연구 및 국내외 우수 학술대회 참가를 위한 경비 

(항공권, 체재비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함. 일부는 각 연구실에서 추가 지원함.

○ 본 사업단은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지원금을 받지 않으므로 BK21 사업비는 위에 

기술된 사업단의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부분 투입하여 우수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노

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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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학원생의 취(창)업 현황

① 취(창)업률 및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19.2/2019.8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단위: 명, %)

구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취(창)업률

(%)

(D/C)×100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

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19년 2월

졸업자

석사 3 0 0 0 3.0000 3

91.3043%

박사 20 0 20.0000 18

2019년 8월

졸업자

석사 2 0 1 0 1.0000 1

94.4444%

박사 17 0 17.0000 16

계

석사 5 0 1 0 4.0000 4 100.0000%

37 0 37.0000 34 91.8919%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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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 2019년 졸업생들의 취(창)업 현황

○ 본 사업단에서는 2019년 총 42명 (2월: 23명, 8월: 19명)의 졸업생 (박사: 37명, 석사: 

5명)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에 취(창)업에 대한 분석은 아래와 같음.

- 총 42명의 졸업생 중 39명이 취업 또는 진학 (취업: 38명, 박사과정 진학: 1명)하여 취

업/진학률은 92.9%에 달함.

- 미취업으로 분류된 3명은 창업 준비 2명 (박성주, 박종찬 박사)와 박사후연구원 준비 1

명 (이지연 박사,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 후 박사후연구원으로 취업 예정)으로 조사되어 

이들 모두 전공 관련 업무 수행 예정임.

- 취업/진학한 졸업생 39명들은 국외 교육/연구기관 (12명, 30.8%), 국내 교육/연구기관 

(13명, 33.3%), 국내 산업체 (14명, 35.9%)에 진출하였음.

- 취업한 졸업생 38명들은 정규직 (14명, 36.8%), 비정규직 (24명, 63.2%)으로 분류되었음. 

비정규직 24명 전원은 현재 박사후연구원으로 취업 중임. 대학 교수 또는 연구소 책임

급 연구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박사학위 후 대부분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거치는 생명과

학 분야의 특성상 비정규직 취업률은 큰 의미 없음.

- 취업/진학한 졸업생 39명들은 연구직 (38명, 97.4%), 비연구직 (1명, 2.6%)으로 분류되었

음. 비정규직 1명은 제약회사의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단에서 

배출한 졸업생들 대부분은 전공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본 사업단이 

학계와 사회에 공헌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을 의미함.

○ 취업/진학한 졸업생 39명들에 대한 취(창)업 기관의 전공적합성을 아래에 기술하였음.

1. Tran Thi Hai Y 박사 (Victor Chang Cardiac Research Institute, 비정규직 박사후연구

원, 연구직): 분자생물학을 기반으로 YAP 활성을 조절하는 Citron의 기능 규명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Austria의 Victor Chang Cardiac Research Institute

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심장 발생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2. 김륜희 박사 (KAIST 자연과학연구소,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시냅스핵심단

백질의 하나인 Shank2를 대상으로 시냅스형성 및 신경전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KAIST 자연과학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뇌발달 조절 메커니즘을 연구하

고 있음.

3. 김지훈 박사 (삼성바이오로직, 정규직 과장, 연구직): 세포생물학 및 바이오이미징 기

술개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신약 및 항체의약품 생산

을 위한 CHO세포 개발 및 생화학/이화학 분석법개발을 통한 항체의약품 생산성 및 품

질 개량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4. 박하람 박사 (University of Oxford,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시냅스접착단백

질의 하나인 PTPRD를 대상으로 시냅스 형성 및 수면과 뇌파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

를 취득한 후 현재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수면 관련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5. 박화정 박사 (KAIST 정보전자연구소,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유방암세포주

를 이용하여 3D 배양환경에서 파이브로넥틴의 발현 증가의 원인규명과 암전이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KAIST 정보전자연구소에서 다양한 

암종의 항생제 내성 획득기전을 시스템스 바이올로지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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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유경 박사 (수젠텍, 정규직 선임연구원, 연구직): 단백질 공학을 이용하여 특정 표

적에 특이적인 protein binder 개발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특정 

질병 마커를 분석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개발 연구를 수행중임. 

7. 송요셉 박사 (KAIST 자연과학연구소,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시스템 및 합

성생물학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 고정 미생물을 유전체 및 전사체 공학을 통해 아세

토인 물질을 생산하는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KAIST 자연과학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in sillico genome scale modeling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8. 이소영 박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암 생물학을 

기반으로 종양미세환경에서 과다생성하는 활성산소에 감응하여 항암제를 전달할 수 

있는 약물전달시스템 개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기초과학에 필요한 기기 및 장비구축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9. 이종현 박사 (LG화학, 정규직 책임연구원, 연구직): 동물세포공학을 기반으로 스트레

스 배양환경에 따른 재조합 CHO 세포에서 치료용 Fc 융합 단백질의 N-당쇄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현재 LG화학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CHO 세포를 이용한 치료용단백질 생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10. 이호연 박사 (SK바이오팜, 정규직 선임연구원, 연구직): c-MYC에 의한 유방암의 뇌 

전이 조절 기전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SK바이오팜에서 뇌종양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신설된 연구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11. 인선아 박사 (EPFL, 비정규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생화학, 분자생물학을 기반으로 

전사인자의 유비퀴틴화에의한 열충격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

득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현재 스위스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의 

Joachim lab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lncRNA TERRA에 의한 telomeric 

chromatin composition modulation의 분자기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12. 전재현 박사 (휴젤, 정규직 대리, 연구직): 생화학, 구조생물학을 기반으로 고세균의 

유전체 응축 단백질 복합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과 구조 규명 연구를 수행하여 박사학

위를 취득하였음. 현재 휴젤에 근무하고 있으며 박사과정 중 습득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치료약물 개발의 응용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13. 정수교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비 항체 단백질 

골격인 리피바디를 기반으로 특정 질병의 치료제 후보 개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현재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단백질 공학을 이용한 치료제 후보 개발연구를 수행

중임.

14. 정영석 박사 (Max Planck Institute,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해마체에서의 

보상에 대한 가치 처리 메커니즘 규명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독

일 Max Planck Institute 박사후연구원으로 감정과 관련된 신경회로 기전 연구를 계속

하고 있음.

15. 정이레 박사 (KAIST 자연과학연구소,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시냅스 가소

성에 의한 memory allocation 조절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KAIST 

자연과학연구소의 박사후연구원으로 관련 기작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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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현진 박사 (메디톡스, 정규직 전임연구원, 연구직): 박사학위동안 분자생물학, 세

포생물학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광유전학 기술들을 개발하였음. 현재 메디톡스

에서 박사학위 동안의 경험을 살려 인간질병치료를 위한 CAR-T의 새로운 치료법 개

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17. 최연수 박사 (University of Oxford,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시냅스 접착단

백질의 하나인 NGL-1을 대상으로 시냅스 형성 및 신경전달 조절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신경전달 조절 관련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18. 최지헌 박사 (종근당, 정규직 선임연구원, 연구직): 신경발달 및 분화와 관련된 

mTOR 신호전달체계의 역할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종근당중앙연구소에서 신

경계 질환 관련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연구 업무를 수행 중임.

19. Bui Thi Ngoc Anh 박사 (KAIST 자연과학연구소,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생화학과 유전학을 기반으로 DNA2 단백질의 Okazaki fragment maturation에 관한 연

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는 KAIST 자연과학연구소에서 DNA 복제 분자기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20. Eisenbarth David 박사 (KAIST 자연과학연구소,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췌

장암 발생에서 YAP 활성의 중요성 규명에 대힌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KAIST 자연과학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췌장 재생과정의 YAP 역할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임.

21. 김민후 박사 (USC, 비정규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유전체학과 후성유전학을 기반으

로한 전사조절인자의 mRNA surveillance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현재 미

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Benayoun lab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노화 관련 

유전체학 연구를 수행 중임.

22. 김태윤 박사 (City of Hope National Medical Center,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

직): 치료용 단백질의 생체 안정성 증가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미

국 City of Hope National Medical Center의 Brown lab에서 면역 단백질을 이용한 치료

제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23. 목정완 박사 (KAIST 자연과학연구소,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초파리에서 

새로운 아세틸화 단백질을 발견하여 그 기능에 관한 분자유전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KAIST 자연과학연구소의 박사후연구원으로 아세틸화 효소와 JNK 신호

에 의한 세포사멸을 연구 중임.

24. 박승주 박사 (KAIST 자연과학연구소,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대사체에 의

한 세포 성장조절 및 엠토르 신호전달의 조절기전 규명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

득한 후 현재 KAIST 자연과학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대사체 기반 신규 신호전

달 네트워크의 발굴과 규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25. 신왕용 박사 (기초과학연구원,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시냅스 신경전달 수

용체인 Grinb2를 대상으로한 신경전달 조절 및 자폐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

위를 취득한 후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Grin2b 결손 생쥐를 대상

으로 자폐관련 신경회로를 심층 연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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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양대욱 박사 (KAIST 자연과학연구소,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미세소관 조

절 유전자가 기관성장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KAIST 

자연과학연구소의 박사후연구원으로 미세소관조절과 히포신호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 

중임.

27. 이성령 박사 (KAIST 자연과학연구소,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초파리 성장

조절 유전자와 세포연결 조절 유전자와의 상호작용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

재 KAIST 자연과학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이들 상호작용과 기관의 과다성장과

의 관계를 연구 중임.

28. 이형석 박사 (Uppthera, 정규직 대리, 연구직): 구조생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퇴행

성 뇌질환 전사인자의 DNA 결합기작을 규명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Uppthera에서 단백질의 분해를 이용한 신약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29. 정재희 박사 (LG화학, 정규직 책임연구원, 연구직): 인터페론 단백질 생산량 증대를 

위한 단백질 구조기반 단백질엔지니어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LG화학

에서 의약품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

30. 정지혜 박사 (지플러스생명과학, 정규직 전임연구원, 연구직): 식물분자생물학을 기

반으로 음파에 의한 후성유전학적 식물병저항성 기작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지플러스 생명과학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유전자 교정에 의한 식물 우수 품종, 

화장품 원료 개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31. 정진 박사 (KAIST 자연과학연구소,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초파리의 CIA 

복합체 단백질과 색소성건피증 유전자 (Xpd)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한 

후 현재 KAIST 자연과학연구소의 박사후연구원으로 세포사멸에서의 Xpd 역할에 대한 

연구 중임.

32. 조혜연 박사 (KAIST 자연과학연구소,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Memory 

reallocation 현상 규명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KAIST 자연과학연구소의 박

사후연구원으로 이 현상의 분자 기작 규명 후속 연구를 진행 중임.

33. 한성욱 박사 (KAIST 자연과학연구소,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크로마틴 리

모델로 CHD4 관련 유전자 발현 조절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KAIST 자

연과학연구소에서 Cancer Epigenomics에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34. 황지현 박사 (KAIST 자연과학연구소,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색소성건피증 

유전자 (Xpd)와 키네신에 상호작용에 의한 세포분열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한 후 현재 

KAIST 자연과학연구소의 박사후연구원으로 Xpd 결함을 억제하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

를 진행 중임.

35. 김도예 석사 (GC녹십자지놈, 정규직 사원, 연구직): 암세포 내 miRNA의 양변화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녹십자 지놈에서 유전자 조절관련연구를 수

행 중임.

36. 양수아 석사 (토모큐브, 정규직 연구원, 연구직): 세포 생물학을 기반으로 신경 교세

포의 포식작용 중 PD-1/PD-L1의 기능을 이미징을 통해 검증하는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토모큐브 사이언스 팀의 연구원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형광 염색없

이 이미징 가능한 장비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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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임동현 석사 (알리코제약, 정규직 사원, 연구직): 시간적 기여도 할당과 관련된 내측

전전두피질과 이차운동피질의 신경 활성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알리코제약에서 신경계 등의 약물 분석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38. 엄정현 석사 (유한양행, 정규직 사원, 비연구직): 유전체 분석 및 전사인자의 단백질

체 분석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음. 현재는 유한양행에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

39. Javed, Sehrish 석사 (Mcgill University, 박사과정 학생, 연구직): 마우스 모델 시스템

에서 신경회로에 의한 행동 조절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캐나다 

Mcgill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임.

 외국인 학생의 취(창)업률과 취(창)업의 우수성

○ 본 사업단에서는 2019년 총 3명 (2월: 1명, 8월: 2명)의 졸업생 (박사: 2명, 석사: 1명)

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의 취(창)업에 대한 분석은 아래와 같음.

- 졸업생 3명은 모두 취업 또는 진학 (취업: 2명, 박사과정 진학: 1명)하여 취업/진학률은 

100%임.

- 이들은 국외 교육/연구기관 (2명, 66.7%), 국내 교육/연구기관 (1명, 33.3%)에 진출.

- 취업한 2명은 모두 박사후연구원으로 비정규직임. 하지만 대학 교수 또는 연구소 책임

급 연구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박사학위 후 대부분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거치는 생명과

학 분야의 특성상 비정규직 취업률은 큰 의미 없음.

- 취업/진학한 졸업생 3명은 모두 연구직 (100%)에 진출하였음. 따라서 본 사업단에서 

배출한 외국인 학생 전원은 전공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졸업

생 취업기관의 전공적합성이 매우 우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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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자의 대표적 취(창)업 사례 (최근 10년)

<표 2-3> 최근 10년간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졸업생) 대표적 취(창)업 사례

연
번

성명 졸업연월
수여
학위

(박사/석사)

학위취득 시
학과(부)명

재학 시
BK21사업 참여 여

부 (Y/N)

최종학위
(박사/석사) 및 수여 대

학/학과

현 직장 및
 직위

대표 취(창)업 사례의 우수성

1

정현정 2010.8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KAIST 나노과학기술대학

원, 조교수

정현정 교수는 나노메디신 및 생체재료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그 후 Harvard Medical School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체외진
단기술 및 감염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Nature Nanotechnology 등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음. 2014년 KAIST 나노과학
기술대학원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020년 9월 본 사업단 생명과학과 전임교수로 소속 변경 예정임.

2

홍철암 2013.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영남대학교 화학생화학부,

조교수

홍철암 교수는 siRNA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그 후  University of California, Irvein에서 박사후연구원 동안
ACS Nano 등의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였음. 2019년 3월 영남대학교에 조교수로 부임하여 나노의학 분야 연
구를 계속하고 있음.

3

Saw, Phei Er 2014.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Sun Yat-Sen University,

교수

Phei Er Saw 교수는 리포좀을 이용한 암 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그 후 Harvard Medical School의 Farokhzad
Lab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생체재료 및 나노의학 분야의 상위 1% 이내 저널인 Biomaterials 등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도출
하였음. 2017년부터 중국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Sun Yat-Sen 대학에 정교수로 부임하여 나노메디신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4

김광우 2011.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조교

수

김광우  교수는  인간유전체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질병  유전변이  규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그  후  (주)삼성테크윈  책임연구원,
Harvard Medical School Research Fellow, 한양대학교 연구조교수를 거치며 유전체 기반 시스템생물학 연구로 Nature Genetics 등 저
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음. 2016년 경희대학교 조교수로 부임하여 면역유전체학 분야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5

강근수 2011.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단국대학교 미생물학과, 부

교수

강근수 교수는 차세대시퀀싱 기술 (Next-generation sequencing) 분야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현재 단국대 미생물학과에서 차세
대시퀀싱 기술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생물학적 데이터 마이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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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명 졸업연월
수여
학위

(박사/석사)

학위취득 시
학과(부)명

재학 시
BK21사업 참여 여

부 (Y/N)

최종학위
(박사/석사) 및 수여 대

학/학과

현 직장 및
 직위

대표 취(창)업 사례의 우수성

6

양희원 2012.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Columbia University, 조

교수

양희원 교수는 세포이동에서 PI3K와 small GTPase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거친 후 현재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임. 학위 과정동안 Molecular Cell과 Journal of Cell Science 등의 저널에 논문
을 게재하고 박사후연구원 과정 동안 Nature, Nature Cell Biology 저널에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였음.

7

이재성 2012.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

학과, 조교수

이재성 교수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CHO 세포에서의 autophagy 경로 분석 및 개량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그 후
DTU의 NNF Center for Biosustainability 연구소에서 CRISPR/Cas9를 활용한 CHO cell engineering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
하였음. 2017년 9월 아주대학교 조교수로 부임하여 동물세포 유전체 공학 및 합성생물학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8

이동준 2010.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
원/의과대학 융합의학교실

, 조교수

이동준 교수는 박사학위 과정 중 Cell Stem Cell 등 논문 게재 후 졸업 이후에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박사후연구원 과정 동안 2편의 JCI 논문
등 다수의 논문 게재 후 2017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에 조교수로 근무 중임. 현재 줄기세포생물학 연구실을 운영하며, 조혈
줄기세포 및 암줄기세포등 성체줄기세포에 관련된 질병을 이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9

원혜정 2013.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조교수

원혜정 교수는 KAIST 박사학위 과정 중 시냅스 단백질 GIT1, Shank2가 결손된 뇌질환모델 마우스를 이용한 ADHD, 자폐증 관련 연구를 수
행하였음. UCLA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 거친 후 현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 조교수로 재직하며 뇌정신질환 관련 유전적 위험요
인과 신경발생학전 기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음.

10

김종문 2010.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Shenzhen Institutes of
Advanced Techn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부교수

김종문 교수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Nanoparticle을 이용한 microfluidics 기반의 바이오센서 개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그 후 프
랑스의 Institut d’Electronique Fondamentale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거친 후 현재 중국의 SIAT, Chinese Academy of Sciences의
부교수로 2014년 4월에 부임해 바이오센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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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운선 2010.8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Jilin University, 부교수

박운선 교수는 나노기술과 효소촉매반응기술에 기반하여 항원에 대해 고감도 선별 검출할 수 있는 전기화학 및 광학적 면역진단기술의 개발
연구를 수행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그 후 KAIST에서 연구교수로 microfluidic 센서와 FRET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함. 2013년
Jilin University의 뉴에너지환경학부 부교수로 부임하여 독성물질 진단기술 개발 및 효소촉매기술을 이용한 오염물질 제거에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12

이우린 2017.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주)아이리스에듀, 대표이

사

이우린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생화학, 분자생물학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활력체 전사인자의 암 연관 기능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
득하였음. 그 후 2017년 6월 ㈜아이리스에듀를 창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과학교육 컨설팅 및 연구 용역 사업을 하고 있음.

13

조홍석 2013.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메디맵바이오, 대표이사

조홍석 박사는 생쥐 망막신경분화 조절과 관련된 PI3K-Akt 신호전달체계의 기능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삼성종합기술원에 취
업하여 항암 관련 항체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음. 2017년 삼성종합기술원을 퇴사하고 메디맵바이오를 창업하였음. 메디맵바이오는 기존 치료
제들보다 환자 반응률을 높일 수 있는 면역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음. 현재 판교 본사와 영국 옥스포드에 사무소를 운영 중임.

14

최윤정 2012.8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디어젠, 연구소장

최윤정 박사는 분열효모 heterochromatin의 유지에 중요한 chromatin remodeler Hrp3의 기능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최윤정 박사는 식품연구소에 정규직 offer를 줄 만큼 역량이 뛰어 났으나 본인이 창업의 뜻이 있어 단국대학교 강근수 교수 등과 함께 AI 기반
신약 설계를 주 아이템으로 하는 디어젠의 창업에 뛰어 들어 현재 활발하게 연구와 사업을 병행하고 있음.

15

이광표 2010.8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

연구원

이광표 박사는 Hippo 신호전달체계의 간내 전구세포 분열 조절 및 간암 발병기전 연구를 수행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한국생명공학연
구원 전임연구원으로 취직하였고, 2016년 선임연구원으로 승진하였음. 현재까지 노화제어전문연구단에서 근골격계 노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 대형 R&D 사업을 기획하는 등 국내 바이오분야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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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오미화 2014.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HK 이노엔, 부장

오미화 박사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암의 검출과 진단에 대한 연구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현재 HK 이노엔(전 CJ 헬스케어)에 취업하여
R&D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7

Eric
Hyungseok

Baek
2018.8 박사 생명과학과 Y 박사 셀트리온, 대리

Eric Hyungseok Baek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autophagy라고 불리는 세포기전이Chinese Hamster Ovary (CHO)세포를 이용
한 치료용 단백질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그 후 단백질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제조업체인 셀트리온 주식
회사에 취직하여 단백질의 약품허가 취득을 위한 임상기획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18

김은지 2014.2 박사 생명과학과 Y 박사
삼성바이오에피스,

Principal Scientist

김은지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퇴행성 뇌질환 원인 단백질 복합체의 구조및 기능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박사학위 기간 동
안에 Genes & Development, Molecular Cell등의 저널에 제1저자로 논문 게제 하였음. 졸업 후 KIST에서 대통령포스트닥으로 근무하였
으며 현재 삼성에피스에 근무하고 있음.

19

김대근 2013.8 박사 생명과학과 Y 박사
녹십자 종합연구소
Bioassay팀, GL3

김대근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Brucella BP26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졸업 후 삼성바이오에피스,
메디톡스를 거쳐 현재 녹십자에 근무하고 있음.

20

전민경 2011.8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셀트리온, 차장

전밍경 박사는 동물세포공학 전공을 살려 셀트리온에서 치료용 단백질에 대한 허가 업무(Regulatory affair, RA)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셀
트리온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단백질 의약품들의 해외 규제 및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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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김남석 2013.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한국뇌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남석 박사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시신경 축삭 성장인자로 작용하는 VAX1의 기능을 규명하고, 이후 프랑스 College de France에서 시각중
추신경세포 유전자 발현 연구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거친 후 현재 한국뇌연구원에 재직 중임.

22

김정진 2011.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KIST, 선임연구원

김정진 박사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기저핵의 억제성 신경이 시상핵 신경을 흥분시킴으로써 파킨슨병의 복합적인 운동 이상을 유발한다는 것
을 규명하였음. 이후 KAIST 자연과학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거친 후 현재 KIST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23

민지연 2017.8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LG화학, 책임연구원

민지연 박사는 백신 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면역세포인 수지장세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현재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책
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당뇨, 심순환, 근골격, 자가면역 등의 다양한 질환 군에서 의약품 개발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LG화학의 면역제
제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4

김대진 2014.8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책임연

구원

김대진 박사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인 단백
질 구조와 MoA에 대한 scientific rational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내 대표 바이오의약품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입사
하였음.

25

김은진 2010.8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동아ST, 차석연구원

김은진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약물유전체학 및 분자생물학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류마티즘 질환의 약물반응성 관련 유전체 변이
를 발굴하는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그 후 동아ST (구 동아제약) 연구소에 입사하여 신약개발 단계에서의 신약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약동학 연구 및 임상개발 단계에서의 약물유전체학 연구를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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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박진아 2018.8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지뉴브, 선임연구원

박진아 박사는 생쥐모델 행동분석에 기반한 신경생물학 분야의 전공을 바탕으로 퇴행성 신경치료물질을 발굴하는 바이오벤처회사인 지뉴브
에 취업하여 신경계통 혁신신약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7

최민석 2015.8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

원

최민석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탄소나노주사기를 이용한 유전자 및 단백질 등을 세포 내로 전달하는 기술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
였음. 그 후 KAIST 자연과학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암줄기세포 스페로이드 제작 원천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를 암 연구분야
의 저명학술지인 Cancer Research에 논문 게재하였음. 2019년 3월부터 한국화학연구원에 선임연구원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음.

28

임성수 2014.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KIST 치매DTC융합연구단,

선임연구원

임성수  박사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프로테아좀에  의한  mRNA  export  분자기전을  효모를  모델로하여  연구하여  Natuare
Communications에 논문 게재하였음. 그 후 KIST 에 취직하여 신경생물학 분야에서 신경퇴화관련 타우단백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18편이상의 논문을 내고 전임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승진하여 현재 채매DTC융합연구단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 중임.

29

CHO YU RI 2017.8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녹십자(목암생명과학연구

소), 선임연구원

조유리 박사는 알러지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피부유래 수지상세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현재 녹십자 목암생명
과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의 비전인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의약품 R&D 분야, 특히 백신개발에서 본인의 역량
을 다하고 있음. 작년에는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에 파견되어 해외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0

권도형 2018.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주)메디톡스파마바이오틱

스팀, 전임연구원

권도형 박사는 DNA 바이러스 및 암 조건에서 세포내 DNA를 인식하는 중요한 선천면역경로인 STING 경로에 대한 생화학적, 세포생물학적
기전 연구로 FASEB Journal 외 다수의 논문을 게재함. 또한 사이토카인을 체내에서 안정화시키는 나노입자개발 연구에 참여하여 Nano
Letters 논문 및 특허로 등록. 이러한 역량으로 메디톡스 파마바이오틱스팀 전임연구원으로 취직하여 면역학에 기반한 신약개발 R&D 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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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박아형 2016.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메디톡스, 선임연구원

박아형 박사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iWEBS(insertable wrapping electrode array beneath the skull)이라는 유연한 전극을 사용한 새로
운 피질파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암상스 간질파(spike-and-wave discharges, SWDs)가 뇌 전반으로 퍼집에 있어 시상-대뇌피질 회로
망의 역할을 규명하였음. 현재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인 메디톡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32

권정태 2015.8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미국 MIT, 박사후연구원

권정태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복잡한 뇌신경회로속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신경세포 규명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그 후 미국
MIT Gloria Choi lab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감각자극을 통한 사회행동 조절 뇌신경회로 규명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33

신호철 2013.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

연구원

신호철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생화학, 구조생물학 기반으로한 연구를 통해 condensin complex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하여 염색체
응축과 분리 기작의 이해에 큰 기여를 하였음. 이 후 한국생명과학연구소에 선임연구원으로 취업하여 여러 중요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34

이호연 2019.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SK 바이오팜, 선임연구원

이호연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c-MYC에 의한 유방암 전이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음. 2020년에 주목할만한 5대 바이오 기업에 선정된
SK바이오팜에서 최근 신설된 뇌종양 항암분야 연구팀에 선임연구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연구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35

박우용 2017.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미국 National Cancer
Center, 박사후연구원

박우용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JMJD3에 의한 피부암 전이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미국 National Cancer Center에서 박사
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암 미세환경 연구를 수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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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병호 2011.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

원

임병호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SNP 기반 위암 유전체 연구를 수행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음. 그 후, NST에서 지원하는 우수인력발굴
사업(YS 포닥)을 통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NGS 기반 종양학 연구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음. 현재는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며, 신약개발 효율을 가속화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진행 중임.

37

이상규 2011.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이상규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광유전학 기술을 개발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2013년 5월 기초과학연
구원 연구위원으로 취업하고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뇌 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Nature Cell Biology, Nature Communications,
Nature Communications지에 등의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였음.

38

경태윤 2016.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미국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연구위원

경태윤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세포 및 마우스에서 칼슘농도를 빛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동물의 기억을 증대하는 논문을 발
표하는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현재  미국  MIT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학위과정  동안  Nature
Biotechnology,  Nature  Communications지에  논문을  발표하였음.

39

이예진 2016.2 박사 생명과학과 Y 박사
미국 Harvard Medical
School, 박사후연구원

이예진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ANKRD9의 생화학적 기능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졸업 후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현재 하버드 의과대학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40

전종철 2018.8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미국 Harvard Medical
School, 박사후 연구원

전종철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생화학, 분자생물학 기반으로한 연구를 통해 효모 Set1 complex의 효소 활성 조절 분자기전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그 후 Harvard University의 Buratowsky lab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진핵세포 유전자 발
현 분자기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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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선아 2019.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스위스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박사후연구

원

인선아 박사는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생화학, 분자생물학 기반으로한 연구를 통해 전사인자 유비퀴틴화에 의한 열충격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그 후 스위스 EPFL의 Joachim lab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telomere에서 발현되는
lncRNA인 TERRA에 의한 telomeric chromatin composition modulation의 분자기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42

마원 2012.2 박사 생명과학과 Y 동일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박사후연구원

마원 박사는 박사과정동안 시냅스 단백질 GIT1이 결손된 뇌질환모델 마우스를 이용한 ADHD 연구와 SALM 단백질에 의한 시냅스 생성 조절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현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뇌정신질환 관련 유전적 위험요인과 신경발생
학전 기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졸업생 수
석사 54

42
박사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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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연구역량

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① 대학원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2-4>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대표연구업적물

연번

최종

학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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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 박혜림
분자세포

생물
2017.2 저널논문

Sangkyu Lee, Hyerim Park, Taeyoon Kyung, Na Yeon Kim,

Sungsoo Kim, Jihoon Kim, Won Do Heo

Reversible Protein Inactivation by Optogenetic Trapping in

Cells

NATURE METHODS

11(6), 633-6

2014

10.1038/nmeth.2940

2 박사 박하람
분자신경

생물
2019.2 저널논문

Hwajin Jung, Haram Park, Yeonsoo Choi, Hyojin Kang, Eunee

Lee, Hanseul Kweon, Junyeop Daniel Roh, Jacob Ellegood,

Woochul Choi, Jaeseung Kang, Issac Rhim, Su-Yeon Choi,

Mihyun Bae, Sun-Gyun Kim, Jiseok Lee, Changuk Chung, Taesun

Yoo, Hanwool Park, Yangsik Kim, Seungmin Ha, Seung Min Um,

Seojung Mo, Yonghan Kwon, Won Mah, Yong Chul Bae, Hyun Kim,

Jason P Lerch, Se-Bum Paik & Eunjoon Kim

Sexually Dimorphic Behavior, Neuronal Activity, and Gene

Expression in Chd8-mutant Mice

NATURE NEUROSCIENCE

21(9), 1218-1228

2018

10.1038/s41593-018-02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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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사 박세근 신경조직 2018.2 저널논문

Sae-Geun Park, Yong-Cheol Jeong, Dae-Gun Kim, Min-Hyung

Lee, Anna Shin, Geunhong Park, Jia Ryoo, Jiso Hong, Seohui

Bae, Cheol-Hu Kim, Phill-Seung Lee & Daesoo Kim

Medial Preoptic Circuit Induces Hunting-Like Actions to

Target Objects and Prey

NATURE NEUROSCIENCE

21(3), 364-372

2018

10.1038/s41593-018-0072-x

4 박사 곽미정
구조분자

생물
2017.8 저널논문

Mi-Jeong Kwak, J. Dongun Kim, Hyunmin Kim, Cheolhee Kim,

James W. Bowman, Seonghoon Kim, Keehyoung Joo, Jooyoung

Lee, Kyeong Sik Jin, Yeon-Gil Kim, Nam Ki Lee, Jae U. Jung

& Byung-Ha Oh

Architecture of the Type IV Coupling Protein Complex of

Legionella Pneumophila

Nature Microbiology

2, 17114

2017

10.1038/nmicrobiol.201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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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사 이한솔
구조분자

생물
2018.2 저널논문

Marie-Laure Diebold-Durand , Hansol Lee, Laura B Ruiz

Avila, Haemin Noh, Ho-Chul Shin, Haeri Im, Florian P Bock,

Frank Bürmann, Alexandre Durand, Alrun Basfeld, Sihyun Ham,

Jérôme Basquin, Byung-Ha Oh, Stephan Gruber

Structure of Full-Length SMC and Rearrangements Required

for Chromosome Organization

MOLECULAR CELL

67(2), 334-347

2017

10.1016/j.molcel.2017.06.010

6 박사 정선혜
세포신호

전달
2017.8 저널논문

Sun-Hye Jeong, Han-Byul Kim, Min-Chul Kim, Ji-min Lee, Jae

Ho Lee, Jeong-Hwan Kim, Jin-Woo Kim, Woong-Yang Park, Seon-

Young Kim, Jae Bum Kim, Haeryoung Kim, Jin-Man Kim, Hueng-

Sik Choi and Dae-Sik Lim

Hippo-mediated Suppression of IRS2/AKT Signaling Prevents

Hepatic Steatosis and Liver Cancer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128(3), 1010-1025

2018

10.1172/JCI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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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사 권도형 분자면역 2018.2 저널논문

Dohyeong Kwon, Bong Geun Cha, Yuri Cho,Jiyoun Min, Eun-

Byeol Park, Suk-Jo Kang and Jaeyun Kim

Extra-Large Pore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for

Directing in Vivo M2 Macrophage Polarization by Delivering

IL-4

NANO LETTERS

17(5), 2747-2756

2017

10.1021/acs.nanolett.6b04130

8 박사 이성규
단백질생

화학
2018.8 저널논문

Byungjun Ahn, Seong-Gyu Lee, Hye Ryeon Yoon, Jeong Min Lee,

Hyeok Jin Oh, Ho Min Kim, Yongwon Jung

Four-fold Channel-Nicked Human Ferritin Nanocages for

Active Drug Loading and pH-Responsive Drug Release

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57(11), 2909-2913

2018

10.1002/anie.2018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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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사 최지헌
신경계발

생
2019.2 저널논문

Ji-Heon Choi, Hong Seok Jo, Soyeon Lim, Hyoung-Tai Kim,

Kang Woo Lee, Kyeong Hwan Moon, Taejeong Ha, Sang Soo Kwak,

Yeha Kim, Eun Jung Lee, Cheol O. Joe & Jin Woo Kim

mTORC1 Accelerates Retinal Development via the

Immunoproteasome

Nature Communications

9(1), 2502

2018

10.1038/s41467-018-04774-9

10 박사 김지훈
분자세포

생물
2019.2 저널논문

Jihoon Kim, Sangkyu Lee, Kanghoon Jung, Won Chan Oh, Nury

Kim, Seungkyu Son, YoungJu Jo, Hyung-Bae Kwon & Won Do Heo

Intensiometric Biosensors Visualize the Activity of

Multiple Small GTPases in Vivo

Nature Communications

10(1), 211

2019

10.1038/s41467-018-08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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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

학위

(박사

/석사)

졸업생

성명

세부

전공

분야

졸업

연월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11 박사 이준우
분자세포

생물
2017.2 저널논문

Junwoo Lee, Eun Shik Choi, Hogyu David Seo, Keunsoo Kang,

Joshua M. Gilmore, Laurence Florens, Michael P. Washburn,

Joonho Choe, Jerry L. Workman & Daeyoup Lee

Chromatin Remodeller Fun30 Fft3 Induces Nucleosome

Disassembly to Facilitate RNA Polymerase II Elongation

Nature Communications

8, 14527

2017

10.1038/ncomms14527

12 박사 김민후
분자세포

생물
2019.8 저널논문

Minhoo Kim, Yoonjung Choi, Harim Kim & Daeyoup Lee

SAGA DUBm-mediated Surveillance Regulates Prompt Export of

Stress-Inducible Transcripts for Proteostasis

Nature Communications

10(1), 2458

2019

10.1038/s41467-019-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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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

학위

(박사

/석사)

졸업생

성명

세부

전공

분야

졸업

연월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13 박사 이소윤
분자세포

생물
2018.2 저널논문

Soyun Lee, Seunghee Oh, Kwiwan Jeong, Hyelim Jo, Yoonjung

Choi, Hogyu David Seo, Minhoo Kim, Joonho Choe, Chang Seob

Kwon & Daeyoup Lee

Dot1 Regulates Nucleosome Dynamics by Its Inherent Histone

Chaperone Activity in Yeast

Nature Communications

9(1), 240

2018

10.1038/s41467-017-02759-8

14 박사 장진호

인지신경

과학/신경

생물학

2018.2 저널논문

Jinho Jhang, Hyoeun Lee, Min Soo Kang, Han-Sol Lee, Hyungju

Park & Jin-Hee Han

Anterior Cingulate Cortex and Its Input to the Basolateral

Amygdala Control Innate Fear Response

Nature Communications

9(1), 2744

2018

10.1038/s41467-018-05090-y

최근 3년간 졸업생 수
석사 18

14

박사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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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연구역량

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대학원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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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의 최근 3년간 (2017년 2월~ 2019년 8월) 졸업생들이 게재한 대표논문 총 

114편의 impact factor 평균은 7.143임. 아래에 논문 14편 (총 졸업자 수의 10%)의 우수

성을 기술하였음. 이들은 생명과학 각 세부분야 최상위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로써 본 사

업단의 목표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성과임. (IF는 SCI 

impact factor이며 피인용회수는 Google Scholar에서 조사하였음).

1. 박혜림 박사: 단백질들의 기능을 규명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유전적인 

방법으로 단백질을 없애거나, 약물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으나 발달과정에서 동

물 모델이 죽거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며 세포 내의 특정한 위치에서의 단백질 기능

을 조절 할 수 없는 등 여러 한계점들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빛으

로 단백질의 기능을 저해하는 새로운 기술, 광유도 분자 올가미 (LARIAT)를 개발하였음. 

광유도 분자 올가미 기술은 단백질의 시·공간적, 가역적인 기능 저해를 통해 기존의 기

술로는 밝히기 어려웠던 다양한 단백질들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Nature Methods, IF: 28.467, 137회 인용)

2. 박하람 박사: 본 논문에서는 자폐의 주요 유전자인 크로마틴 조절자 Chd8에 대해 연

구하였음. Chd8가 결핍된 수컷 및 암컷 생쥐를 분석하여 다양한 표현형의 차이를 발견

함. 행동적으로 수컷 Chd8 생쥐는 다양한 자폐 유상 행동을 보인 반면, 암컷 생쥐는 거

의 정상적인 행동을 보임. 행동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수컷 생쥐와 암컷 생쥐 

모두 신경 흥분도가 증가하나, 수컷은 기본 흥분도가 높아 결과적으로 암컷보다 훨씬 높

은 최종 신경 흥분도에 도달함을 발견함. 이를 통해 수컷-암컷 성별차이에 따른 시냅스 

및 신경세포 메커니즘을 제시하였음. (Nature Neuroscience, IF: 21.126, 32회 인용) 

3. 박세근 박사: 본 논문은 동물의 경제활동인 먹이탐색과 사냥을 조절하는 MPA (medial 

preoptic area) 신경회로의 발견과 기능에 관한 최초의 보고임. 뇌에서 먹잇감에 대한 호

기심과 욕구를 만들어내는 단서를 제공하였다는데 학문적인 의미가 있음. 본 연구는 

Nature Neuroscience (IF=21.126), Nature Review Neuroscience (IF=33.162), IEEE 

(IF=10.694) 저널에서 하이라이트 되었으며 ‘KAIST 10대 연구상’을 수상하였음. Nature 

Neuroscience지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었음. (Nature Neuroscience, IF: 21.126, 23회 인

용)

4. 곽미정 박사: Legionella pneumophila를 비롯한 많은 박테리아는 자신의 생존 및 성장

을 위해 Type IV 분비 시스템을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effector 단백질을 숙주로 분비

함. Type IV coupling protein (T4CP) complex가 어떻게 300개에 달하는 effector 단백질

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는지에 대한 분자기전은 알려지지 않았음. 본 논문에서는 T4CP 

subcomplex의 결정 구조를 규명하고, T4CP holocomplex의 전체 구조를 모델링하였으며, 

LvgA subunit이 effector recognition을 담당한다는 것을 밝혔음. 구조기반 분자설계 방법

으로 T4CP complex에 강하게 결합하는 물질을 창출하는 항생제 개발 연구가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연구 결과임. (Nature Microbiology, IF: 14.300, 30회 인용)

5. 이한솔 박사: 염색체와 같은 거대 분자가 작은 세포 안에 존재하려면 막대하게 그러

나 가역적으로 응축되어야함. Condensin complex는 염색체 응축을 담당함. 이 논문에서

는 원핵세포에 있는 Smc-ScpAB condensin의 Smc subunit의 전체 구조를 최초로 규명하

였음. 구조에 근거하여 이 condensin complex가 ATP를 사용하여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

면서 DNA를 condensin 고리 구조에 loop 형태로 pumping하는 분자 기작을 제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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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chromosome dynamics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적 발전을 이루었음. (Molecular Cell, IF: 

14.548, 58회 인용)

6. 정선혜 박사: 지방간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그 발병기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

요함. 하지만 Hippo와 AKT 신호전달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간암을 일으키는지 잘 규명

되지 않았음. 본 논문에서는 각 회로의 구성요소인 PTEN과 SAV1을 간에서 동시에 결손

시킨 마우스를 제작하였고, 이 마우스는 매우 빠른 지방간-간염-간경화-간암으로 이르는 

발병진행과정을 따르는 것을 발견하였음. YAP/TAZ에 의한 IRS2 전사조절을 통한 AKT 

활성화가 중요한 메커니즘임을 발견하였고, 환자 간암샘플에서도 YAP/TAZ와 IRS2의 발

현이 함께 높음을 확인하였음. 두 Hippo와 AKT회로의 상호조절이 간세포의 항상성에 매

우 중요하고 이 두 회로조절의 불균형에 의해서 지방간-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

혀내었음.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IF: 12.282, 34회 인용)

7. 권도형 박사: 사이토카인은 면역치료제의 중요한 타깃임. 사이토카인을 생체 내에 전

달하여 면역반응을 조절하려는데 있어 사이토카인의 체내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 

장벽 중 하나임. 본 논문에서는 큰 공극을 균일하게 포함하는 나노파티클을 제조하는 법

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이토카인을 담지하여 체내에 전달했을 때 염증반응을 조

절하는 M2형 대식세포를 유도하는데 성공하였음을 보고함. 본 연구는 저가의 그러나 목

적에 맞게 공극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나노파티클을 제조할 수 있음이 매우 

창의적이고 우수함. 본 연구를 통해 권도형 박사는 면역학적 지식을 기술화하는 연구역

량을 키웠으며 이는 본 BK21 생물사업단이 추구하는 비전과 일치함. 본 연구는 사이토

카인을 포함한 여러 약물전달체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으며 나노 입자를 통한 

여러 면연세포를 적절히 분화시킬 수 있는 임상적 가능성을 보고함. (Nano Letters, IF: 

12.279, 59회 인용)

8. 이성규 박사: Ferritin 단백질은 생체 내 철 (Fe)을 보관하는 단백질이지만, 나노케이지 

형태를 가지는 그 구조적 특징과 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약물 전달의 캐리어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음. 본 논문에서는 많은 양의 항암 약물을 ferritin 케이지 속에 담고 암세포 

내에서만 약물이 선택적으로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단백질 3차 구조에 기반하여 단백질 

엔지니어링을 수행하였음. 엔지니어링한 ferrtin과 약물의 복합체를 Cryo-EM 고해상도 

구조 규명을 통해 ferritin 내에 항암 약물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규명할 수 있었고. 

암세포를 활용한 약물 전달 효능 실험을 통해 엔지니어링한 ferritin이 약물의 효과적인 

탑재와 분비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Angew. 

Chem. Int. Ed. Engl., IF: 12.257, 16회 인용)

9. 최지헌 박사: 본 논문에서는 동물의 망막 신경 발달 과정 중 신경 생성 속도를 조절

하는 원리를 찾고자 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촉진하는 mTORC1 pathway의 활성을 망막신

경전구세포에서 과도하게 증가시킨 Tsc1-cko 생쥐 모델을 제작하였음. 이 생쥐 망막에서 

신경전구세포의 세포 주기가 빨라진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mTORC1에 의해 유도되는 

immunoproteasome 발현의 증가에 의해 세포주기 조절 단백질들의 생성/소멸 주기가 빨

라져 나타나는 현상임을 증명함. mTORC1의 과도한 활성화가 자폐증이나 조현증 등 다

양한 신경 발달 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immunoproteasome 억제제를 이들 질환 치료

제로 개발할 가능성을 제시함. (Nature Communications, IF: 11.880, 9회 인용)

10. 김지훈 박사: 세포신호 스위치 단백질인 small GTPase은 세포의 이동, 분열, 사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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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발현 등에 관여함. 기존 small GTPase의 활성을 관찰하는 방식은 형광 공명 에너

지 전달 (FRET)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한 세포에서 2가지 이상의 단백질을 추적할 때 형

광 단백질 간의 신호 구분이 힘들고 활성 정도가 부족하거나 다른 노이즈가 발생한 경

우에는 정확한 신호를 보기 어려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바이

오센서를 개발하였음. 반응하기 이전의 이들이 발산하는 신호는 거의 없기 때문에 두 단

백질이 가까워지면 원래 형광 단백질이 발생시키던 신호 세기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신

호를 관측 가능함. 다양한 파장을 가지고 특정 파장에서만 관측 가능하기에 2개 이상의 

단백질을 추적할 때 또는 광유전학 기술이 사용될 때 응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임. 

(Nature Communications, IF: 11.880, 4회 인용)

11. 이준우 박사: 본 논문은 크로마틴 리모델러인 Fun30 가 분열효소에서 RNA 중합효소

II의 전사 연장과정에서 크로마틴의 재조립/해리에 중요한 관계를 가진다는 최초의 보고

로서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RNA 중합효소 II가 크로마틴 기반 전사 연장과정에서 단

독으로 크로마틴의 구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크로마틴 관련 단백질들의 상

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함. 특히 10여개 이상 존재하는 크로마틴 리모델러 중 

Fun30만이 분열효소에서 크로마틴의 다양한 변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수학

적 모델로 증명하였음. 본 연구는 실험적 결과를 수학적 모델로 승화하여 전사단계에서 

크로마틴 장애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연구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제

시하였음. (Nature Communications, IF: 11.880, 23회 인용)

12. 김민후 박사: 본 논문에서는 출아효모의 주요 히스톤 H3 아세틸화 효소이자 

co-activator인 SAGA 복합체의 Sgf73 단백질 모듈이 mRNA의 품질관리에 관여하여 전사

연장에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음. 유전학 스크린을 통해 SAGA의 한 소단위체인 

Sgf73 단백질이 mRNA의 핵 밖 수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adaptor 단백질 

Yra1 과 결합하여 Mex67을 통해 surveillance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밝혔음. 이는 SAGA가 

고등 진핵세포에서 스트래스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중요한 co-activator 기능을 한다는 

사실과 일치하며 SAGA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화해 왔음을 제시함. 

(Nature Communications, IF: 11.880, 2회 인용)

13. 이소윤 박사: 본 논문에서는 히스톤 메틸화 효소 중 분열효소에서 매우 독특한 기능

을 가진 Dot1의 새로운 효소학적 기능을 밝히고 생체내에서의 기능을 제시하였음. 본 논

문에서는 Dot1이 aberrant transcrip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히스톤 메틸화 작용과 관

계없는 히스톤 샤페론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음. 이는 Dot1이 인간에서 백혈

병에 중요한 타깃임에도 불구하고 메틸화 효소 저해만으로 항암제로서의 기능이 제한된

다는 사실과 연결하여 히스톤 샤페론 관련 활성의 저해도 중요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 (2Nature Communications, IF: 11.880, 11회 인용)

14.  장진호 박사: 본 논문에서는 생쥐를 이용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포식자 냄새 감각

자극에 대한 본능적 공포 반응을 결정하는 전두엽-편도체 뇌신경회로를 발견하였음. 선

천적으로 결정되는 공포에 대한 행동 반응이 뇌 속에 어떻게 코딩돼  있는지 밝히고 선

천적 위협 자극에 대한 공포 행동반응 결정을 코딩하고 있는 뇌 속 핵심 신경회로를 발

견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적 의미가 있음. 또한 ACC 신경회로를 표적으로 하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치료 기술 개발의 학술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으

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음. (Nature Communications, IF: 11.880, 24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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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원생(졸업생) 저명학술지 대표논문의 우수성 (별도 제출/평가)

<표 2-5> 최근 3년간 졸업생의 대표논문 환산 편수, 환산보정 피인용수(FWCI), 환산 보정 IF,
         환선보정 ES

구 분

최근 3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2017년

졸업생

2018년

졸업생

2019년

졸업생

논문 편수

대표논문 총 편수 45 37 32 114

대표논문 환산 편수의 합 13.2852 10.5867 9.2916 33.1635

평가 대상 1인당 대표논문 환산 편수 0.2674

피인용수

보정 피인용수(FWCI) 값이 있는 논문의

총 편수
44 37 32 113

보정 피인용수(FWCI) 의 합 77.8848 48.3676 34.9700 161.2224

환산 보정 피인용수(FWCI) 합 22.2636 11.6764 9.7329 43.6729

대표논문 1편당 환산보정

피인용수(FWCI)
0.3864

평가 대상 1인당 환산보정

피인용수(FWCI) 합
0.3522

Impact

Factor

IF=0이 아닌 논문 총 편수 45 37 32 114

IF의 합 322.2290 299.7590 192.2710 814.2590

환산보정 IF의 합 11.4215 7.2985 5.9555 24.6755

대표논문 1편당 환산보정 IF 0.2164

평가 대상 1인당 환산보정 IF 합 0.1989

Eigenfactor

Score

ES=0이 아닌 논문 총 편수 45 37 32 114

ES의 합 18.2694 13.9120 13.2653 45.4467

환산보정 ES의 합 23.5968 18.2192 15.6507 57.4667

대표논문 1편당 환산보정 ES 0.504

평가 대상 1인당 환산보정 ES 합 0.4634

소속 학과 최근 3년간 환산졸업생 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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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최근 3년간 대학원생(졸업생) 연구업적물 환산 편수  (건축 분야의 건축학만 해당)

구분

최근 3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2017년 2월8일

졸업생

2018년 2월8일

졸업생

2019년 2월8일

졸업생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0 0 0 0

외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0 0 0 0

저서 또는 논문 총

 환산편수
0 0 0 0

평가대상 1인당

연구업적물 환산편수
0.00

소속 학과(부) 최근 3년간

환산졸업생 수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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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표 2-6>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졸업생 학술대회 발표실적

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발표

형식

(구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1 박사 정창욱 2017.2 구두

Changuk Chung, Seungmin Ha, Eunjoon Kim

Early Correction of N-Methyl-D-Aspartate Receptor Function

Improves Autistic-like Social Behaviors in Adult Shank2-/-

Mice

Keystone Symposia - Windows on the Brain: Formation and

Function of Synapses and Circuits and their Disruption in

Disease (A6)

2019, 미국 Taos

2 박사 CHO YU RI 2017.8 구두

Cho, Y., Kang, S.J.

EpCAM+ dermal dendritic cells drive FITC/DBP-induced Th2

differentiation

1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mmunology – ICI 2016

2016, 호주 Melbourne

3 박사 김은하 2017.8 구두

Eunha Kim

Identification of a Non-Catalytic Signaling Action of

Inositol Polyphosphate Multikinase (IPMK) in the

Regulation of Toll-Like Receptor-Induced Inflammation by

Stabilizing TRAF6

2017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2017,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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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발표

형식

(구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4 박사 이은정 2018.2 구두

Eun Jung Lee

Exogenous transcription factor in Müller glia enhances

damage-induced neuroregeneration in mouse retina

OIST (Okinaw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tina

workshop 2019

2019, 일본 Okinawa

5 박사 송요셉 2019.2 구두

Yoseb SONG

Functional cooperation of the glycine synthase-reductase

and Wood-Ljungdahl pathways for autotrophic growth of

Clostridium drakei

Asian Synthetic Biology Association Meeting

2019, 중국 Chengdu

6 박사 박하람 2019.2 구두

Haram Park

Trans-synaptic interantion of PTPRD with IL1RAPL1

regulates excitatory synaptic development

The 12th UK-Korea Neuroscience Symposium

2019, 영국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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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발표

형식

(구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7 박사 목정완 2019.8 구두

Jung Wan Mok, Kwang Wook Choi

Function of Nat9 acetyltransferase in microtubule

stability and JNK signaling in Drosophila

60th Annual Drosophila Research Conference

2019, 미국 Dallas

8 박사
Eisenbarth

David
2019.8 구두

David Eisenbarth

The cell type-specific roles of YAP/TAZ in pancreatic

cancer development

The Hippo Pathway: Signaling, Cancer, and Beyond, 2019

2019, 미국 San Diego

9 박사 양대욱 2019.8 구두

Dae-Wook Yang, Kwang-Wook Choi

Patronin regulates organ growth through Hippo signaling

pathway in Drosophila

60th Annual Drosophila Research Conference

2019, 미국 Da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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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발표

형식

(구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10 박사 이준우 2017.2 포스터

Lee, J.

Fun30 promotes transcription elongation through nucleosome

disassembly in fission yeast

CSHL - Epigenetics & Chromatin

2016, 미국 New York

11 박사 박우용 2017.2 포스터

Park, W.

H3K27 demethylase JMJD3 employs the NF-kB and BMP

signaling pathways to modulate the tumor microenvironment

and promote melanoma progression and metastasis

81st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Symposium on

Quantitative Biology - Targeting Cancer

2016, 미국 New York

12 박사 정민주 2018.2 포스터

M. JEONG, H. LEE, B. LIM, S. PAIK, D. KIM.

Neuronal ensemble encoding bimanual motor coordination in

mice

Society for Neuroscience 2019

2019, 미국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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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발표

형식

(구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13 박사 인선아 2019.2 포스터

Suna In, Yong-In Kim, J.Eugene Lee, Jaehoon Lee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eEF1BδL as a novel

ubiquitylation target of RNF20/40

EMBO EMBL Symposia, 2018

2018, 독일 Heidelberg

14 박사 한성욱 2019.8 포스터

Han, Sungwook

Chromatin remodeler Chd4 maintains the three-dimensional

chromatin architecture by securing the proper recruitment

of CTCF

Cold Spring Harbor Meeting, 2018

2018, 미국 New York

최근 3년간 졸업생 수
석사 18

14

박사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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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③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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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에서 최근 3년간 (2017년 2월~ 2019년 8월) 배출된 졸업생들은 저명 국제학

술대회에서에서 활발히 발표하였음. 아래에 발표 14건 (총 졸업자 수의 10%)의 우수성을 

기술하였음. 발표자들은 학회에서 동 분야 연구자들과 교류하였으며 이 발표들은 생명과

학 분야 우수 저널에 게재되거나 논문 작성 중에 있음. 이는 본 사업단의 목표인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성과임.

1. 정창욱 박사: 2019년 1월 미국 Taos에서 개최된 Keystone Symposia에서 구두 발표하

였음. Shank2는 시냅스의 생성과 기능을 조절하는 시냅스 핵심 단백질로서, 자폐와 밀접

한 관련이 있음. Shank2가 결손된 생쥐는 자폐 유사 증상을 보이며, 시냅스에서 NMDA 

수용체 (NMDAR) 관련 신경전달이 감소함. 본 연구에서는 Shank2 결손 생쥐의 출생 초

기에 NMDAR의 기능이 성체와 반대로 오히려 증가함을 발견함. 초기 NMDAR 기능을 억

제한 바, 이후 성체에서의 NMDAR 기능 정상화가 유도됨. 이는 자폐 관련 NMDAR 기능 

이상 가설에서 출생 직후의 변화가 더 중요하고, 이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함. 이 발표 내용은 2019년 Biological Psychiatry (IF: 11.501)에 게재되었음.

2. 조유리 박사: 2016년 8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ngress of 

Immunology에서 구두 발표하였음. 수지상세포는 T 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항

원제시세포인데 염증 조건에서는 고전적인 수지상 세포 외에 기원을 달리하는 여러 종

류의 염증성 수지상세포가 존재함. 피부 알러지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Th2 

세포의 분화에 필요한 피부유래 수지상세포를 면역학적, 유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밝히 

규명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CD326+ 랑게르한스 세포와 CD11b+ 수시상세포가 협동하여 

Th2 세포를 분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Th2 분화에 two-hit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정립하였음. 이 발표 내용은 2017년 Journal of  Immunology (IF: 4.718)에 게재 및 특허

등록 하였음.

3. 김은하 박사: 2017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구두 

발표하였음. 본 연구는 IPMK 이노시톨 다인산 효소가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는 대식세포

에서의 생물학적 기능을 분자, 세포 및 생체수준에서 밝힌 세계 최초의 연구임. 대식세

포와 같은 골수성 유래 세포들 특이적인 IPMK 녹아웃 생쥐의 경우, 내독소 및 CLP 패혈

증 모델에 의한 보호 효능을 나타냄. 정상 대식세포의 경우 IPMK는 TRAF6에 결합하여 

K48 유비퀴틴화에 의한 단백질 분해를 억제함. IPMK가 제거된 상황에서는 TRAF6의 과

도한 K48 유비퀴틴화에 의하여 단백질 안정성이 저하됨. 따라서 LPS 내독소 및 패혈증 

유발 상황하에서 TLR4 신호전달계의 활성화가 낮아짐. 이를 통해 이노시톨 대사효소 

IPMK에 의한 대식세포 매개성 선천 면역 조절의 새로운 조절 분자 기전을 제시하였음. 

이 발표 내용은 2017년 Science Advances (IF: 12.804)에 게재되었음.

4. 이은정 박사: 2019년 11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OIST Retina Workshop에서 구두 

발표하였음. 동물의 조직 및 기관 발달을 조절하는 호메오도메인 전사인자들의 비정형적 

특징인 세포 간 이동 현상을 대규모 스크리닝을 통해 조사함. 그 결과 대부분 호메오도

메인 전사인자들이 세포 외부로 분비된 후 주변 세포로 이동이 가능함을 증명함. 또한 

세포 외부로 분비를 위해 필요한 아미노산 부위를 동정하였고 이를 세포 및 조직에서 

증명함. 스크리닝을 통해 발굴한 세포 이동성 호메오도메인 전사인자들 중 생쥐 망막 세

포 간 이동 가능한 후보군을 선별하였고, 그 중 PROX1이 유전자 발현 없이 뮬러글리아 

세포에 존재함을 발견함. PROX1이 망막 조직의 손상 시에 망막신경세포에서 뮬러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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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이동이 증가함을 증명하였으며, 이는 뮬러글리아의 신경재생 과정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함. 이 발표내용은 2019년 Cell Reports (IF: 7.815)에 게재되었음.

5. 송요셉 박사: 2019년 10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Asian Synthetic Biology Association 

Meeting에서 구두 발표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C1 가스 (탄소원자 1개를 가진 가스)를 활

용하는 새로운 대사경로를 규명하였음. 현재까지 알려진 C1 가스 전환 미생물들은 산업

적 용도로 사용하기에 낮은 생장 속도가 문제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체 시퀀싱, 디

지털 가상세포 구축, 전사체 분석, 동위원소 13C 추적 연구를 기반으로 Clostridium 

drakei 내 glycine synthase-reductase 대사회로 존재를 규명하였음. 본 결과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C1 가스 활용 대사회로를 규명한 것으로 아세토젠 미생물

의 느린 생장 속도로 인한 고부가가치 생화학물질 생합성의 한계 극복 가능성을 제시하

는 연구임. 이 발표 내용은 2020년 PNAS(IF: 9.580)에 게재되었음.

6. 박하람 박사: 2019년 8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UK-Korea Neuroscience Symposia에서 

구두 발표하였음. PTPRD는 시냅스의 생성과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단백질로서, 수면 장

애, 주의집중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정신박약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PTPRD 결핍 생쥐를 분석하여 PTPRD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의 특정 신경회로

에서 시냅스 생성 및 신경전달을 조절함을 발견함. 행동적으로 PTPRD는 과잉행동 및 수

면 장애를 보였으며, 특히 수면과 관련이 있는 non-REM 뇌파가 현격히 감소되어 있었

음. 이는 PTPRD가 뇌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냅스 생성 및 신경전달 그리고 과잉행동, 수

면 및 수면뇌파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졌음을 의미함. 이 발표 내용은 2020년 EMBO 

Journal (IF: 11.227)에 게재되었음.

7. 목정완 박사: 2019년 4월 미국 Dallas에서 개최된 Annual Drosophila Research 

Conference에서 구두 발표하였음. 본 연구에서 CG11539 유전자가 세포 분열, 세포 내 

기관 이동에 필수적인 미세소관과 결합을 안정화시킴을 밝혔음. CG11539 유전자가 결핍

되었을 때 세포사멸이 일어남을 밝혔으며, 그 세포사멸이 JNK 신호전달체계의 활성화에 

의함을 밝힘. 또한 해당 연구를 통하여 미세소관 안정성과 JNK 신호전달체계 사이의 관

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확장된 연구를 통하여 다

른 질병들과의 연관성을 탐구해볼 수 있으리라 기대됨. 이 발표 내용은 현재 논문 리비

전 중임.

8. Eisenbarth David 박사:  2019년 5월 미국 San Diego에서 개최된 American Assocation 

for Cancer Research Symposia에서 구두 발표하였음. 성체 췌장에서 활성화된 YAP의 영

향을 연구하고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Lats1/2 결손 생쥐 모델을 제작하고 그 형질을 분

석하였음. 췌장 특이적 YAP의 활성화는 ADM과 PDAC 병변의 발생을 빠르게 유도하지만 

선방세포 특이적 YAP의 활성화는 ADM만을 유도하였음. 또한 KRAS 활성화를 통한 췌장

암 유도 생쥐 모델과 췌장암 환자에서 YAP과 AP-1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그 임상적 의미를 확인하였음. 이 발표 내용은 현재 Cancer Research 저

널에서 리비전 중임.

9. 양대욱 박사: 2019년 3월 미국 댈러스에서 개최된 Annual Drosophila Research 

Conference에서 구두 발표하였음. GAL4-UAS system을 이용해 Patronin의 저발현이 초파

리 날개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날개 성장 조절의 작동방식을 분석한 결

과, Patronin이 Hippo 신호경로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함. 또한 Klp10A 유전자 과발현이 

85 / 802



Patronin의 저발현처럼 초파리 날개 성장을 억제하며, Yki pattern이 wing disc에서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를 통해 Patronin과 Klp10A가 microtubule에 대해 반대로 작용

하는 것처럼, 날개의 성장에 있어서 Hippo pathway와의 genetic interaction이 반대로 작

용함을 증명함. 이 발표 내용은 현재 논문 리비전 중임.

10. 이준우 박사: 2017년 8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Cold Spring Habor Meeting에서 포스

터 발표하였음. 크로마틴 리모델러인 Fun30가 분열효소에서 RNA 중합효소 II의 전사연

장 과정에서 크로마틴의 재조립/해리에 중요한 관계를 가진다는 최초의 발표로서 기존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RNA 중합효소 II가 크로마틴 기반 전사연장 과정에서 단독으로 크

로마틴의 구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크로마틴 관련 단백질들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음. 이 발표 내용은 2017년 Nature Communications (IF: 

11.88)에 게재되었음.

11. 박우용 박사: 2016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Cold Spring Habor Symposium에서 포스

터를 발표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히스톤 H3 라이신 27 탈메틸화 효소인 JMJD3의 피부암 

형성 및 전이 촉진 기능을 밝히고, 그 분자기전을 규명하였음. 특히 JMJD3가 피부암 세

포에 줄기세포적인 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암 미세 환경 형성을 매개하여 

피부암의 형성과 성장을 증진시킴을 발견하였음. 이와 더불어 암 세포의 혈관 밖으로의 

이동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피부암의 폐 전이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밝혔음. 이 발표 내

용은 2016년 Cancer Research (IF: 8.378)에 게재되었음.

12. 정민주 박사: 2018년 11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Society for Neuroscience에서 포

스터 발표하였음. 본 연구는 몸의 서로 다른 부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뇌의 

새로운 기능에 관한 것으로 주목받았음. 본 연구에서는 쥐가 왼손과 오른손을 차례대로 

사용하는 피아노 행동실험 장치를 개발하여 신경생물학적 기전을 연구하였음. 신경신호 

레코딩 기법으로 왼손을 담당하는 우전두엽 신경은 왼손을 누르는 운동신호를 생산할 

뿐 아니라 새로운 운동 신호를 만들어 좌뇌 신경을 통한 오른손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는 것을 광유전학 기법으로 증명하였음. 이 발표 내용은 현재 논문 리비전 중임.

13. 인선아 박사: 2018년 9월 독일 Heidelberg에서 개최된 EMBO 미팅에서 포스터 발표

하였음. RNF20/40는 활성전사를 표식하는 히스톤 H2B lysine 120 유비퀴틴화의 E3 

ubiquitin ligase로 처음 보고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RNF20/40의 새로운 유비퀴탄화 타깃 

단백질로서 eEF1BδL 열충격 전사인자를 동정하였음. 유비퀴틴화된 eEF1BδL은 열충격 

반응 유전자의 프로모터와 더욱 강하게 결합할 뿐만 아니라 p-TEFb 전사연장인자의 

recruitment를 유도하여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킴을 증명하였음. 이를 통해 열충격 반응 

유전자의 발현의 새로운 조절 분자 기전을 제시하였음. 이 발표 내용은 2019년 Nucleic 

Acids Research (IF: 11.147)에 게재되었음.

14. 한성욱 박사: 2017년 8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Cold Spring Harbor Meeting에서 포

스터 발표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생쥐 배아줄기세포에서 가장 많은 발현량을 보이는 크

로마틴 리모델러인 CHD4 가 크로마틴 구조 단백질인 CTCF의 특정 유전자와의 결합능

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 유전자들이 SINE이라고 알려진 DNA 전이인자의 발현 억제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음. 본 연구 결과는 크로마틴 리모델러가 3차원 뉴크레

오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최초의 보고이며, 이를 통해 염색체의 구조가 계층적 

조직으로 이루어있음을 암시함. 이 발표 내용은 현재 논문 리비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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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학원생(졸업생)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표 2-7>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졸업생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등

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실적구분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 상세내용

1 박사 박세근 2018.2 특허

김대수,박세근,정용철,이필승,조성호,이건재

오브젝트 탐닉행동을 활용한 동물행동 조절 방법

대한민국

10-1887051

2018

2 박사 김정은 2018.8 특허

김대수,김정은

신규 디스토니아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대한민국

10-2036909

2019

3 박사 김영진 2017.2 특허

한용만,김영진,김하일

Method for preparing endocrine aggregate of

insulin-producing beta cells from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미국

9,988,605

2018

4 박사 손유경 2019.2 특허

김학성,정수교,손유경

브루톤티로신키나아제의 SH2 도메인(Src homology 2

domain)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신규한 폴리펩티드

및 이의 용도

대한민국

10-2056386

2019

5 박사 정수교 2019.2 특허

김학성,정수교,허우성,김종원,이중재

쥐와 토끼의 면역글로불린 G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신규한 폴리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

대한민국

10-181815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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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실적구분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 상세내용

6 박사 민지연 2017.8 특허

최병석,강석조,이장현,민지연,전동민,성시은

RNA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암 치료용 약학

조성물

미국

10,337,016

2019

7 박사 권도형 2018.2 특허

강석조,권도형,조유리,민지연,김재윤,차봉근

사이토카인이 담지된 다공성 실리카 나노입자를 포

함하는 염증억제용 조성물

대한민국

10-1762825

2017

8 박사 조유리 2017.8 특허

강석조,권도형,조유리,민지연,김재윤,차봉근

Th2 반응을 일으키는 수지상 세포의 분리 및 이를

이용한 비접촉 T 세포를 Th2 세포로 분화시키는 방

법

대한민국

10-1692291

2016

9 박사 김민혁 2017.8 특허

강석조,김민혁

유세포 분리법을 이용한 호중구 전구 세포의 분리

방법

대한민국

10-1503668

2015

10 박사 유다영 2018.2 특허

이균민,유다영,노수민

A cell line which is knockout the glutamine

synthetase gene and a method of producing target

proteins using the above GS knockout HEK293 cell

line

미국

9,567,57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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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실적구분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 상세내용

11 박사 우도연 2017.2 특허

허원도,장기영,우도연

빛에 의해 RTK 신호전달을 활성화하는 융합단백질

및 그의 용도

대한민국

10-1433057

2014

12 박사 박혜림 2017.2 특허

허원도,이상규,박혜림

세포 내에서의 빛을 이용한 가역적 단백질 나노클러

스터 형성방법

미국

9,708,381

2017

13 박사 김태윤 2019.8 특허

김학성,유정현,이중재,김태윤,이동은

리피바디-단백질 독소 복합체, 그 제조방법 및 용도

대한민국

10-1751501

2017

14 박사 이우린 2017.2 창업

이우린

동시다중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한

ER/PR/HER2-양성 유방암의 진단 기술

㈜아이리스에듀

200,000 (천원)

2017

최근 3년간 졸업생 수
석사 18

14

박사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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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④ 대학원생(졸업생)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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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에서 최근 3년간 (2017년 2월~ 2019년 8월) 배출된 졸업생들은 총 42건의 특

허 (국제 15건, 국내 27건)를 등록하고 1건의 창업을 하였음. 아래에 14건 (총 졸업자 수

의 10%)의 우수성을 기술하였음. 이들은 본 사업단의 목표인 사회 및 산업적 가치 창출

형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성과임.

1. 박세근 박사: 그동안 로봇을 활용한 재난지역의 탐사나 구조활동은 한계가 있었음. 본 

기술을 장착한 사이보그 동물은 높은 에너지 효율로서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면서 임무

를 수행하기에 기존 로봇이 갖는 에너지 및 문제해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본 발명

은 동물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향해가도록 하여 사이보그 동물 제조 및 조절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눈앞에 보이는 오브젝트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MPA 신경회로를 자극하고 동

시에 눈앞에 보이는 오브젝트를 움직여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도록 하는 것임. MIDAS 

(MPA-induced drive assisted steering)라 명명된 본 기술은 2018년 Nature Neuroscience

에 보고되었으며 여러 미디어와 저널에서 하이라이트 되었음. 

2. 김정은 박사: 근긴장이상증은 3대 운동질환으로 몸의 일부 또는 전신의 근육이 뒤틀

리는 증상을 보며 다양한 원인이 알려져 있으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음. 본 특허는 근

긴장이상증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개발에 대한 것임. 전신에서 근긴장이상증을 보이는 

생쥐에게 세로토닌 2A 수용체 억제제를 투여하면 근긴장이상증의 증상이 시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밝혔음. 근긴장이상증 치료시장은 세계적으로 37억 달러에 달

하고, 본 약물이 증상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판될 경우 

시장성이 충분함. 본 과제는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PCT 특허 출원, 15 개국 개별특허 

진행 중임. 2019 KAIST 기술과제 ‘S’ 등급 (해외특허 지원) 및 창업을 위한 End-RUN 

사업에 선정되었음. 

3. 김영진 박사: 당뇨병은 베타세포의 인슐린 생산 및 분비의 이상에 의해 발병하는 대

사질환으로 환자 수가 전 세계 성인 11명 중 1명으로 추산되며 경제적 비용이 3조원에 

달함. 세포 이식 치료만이 근본적인 당뇨병의 치료방법이지만 이식 가능한 췌도의 절대

적인 공급 부족의 한계점이 존재함. 본 발명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표적 세포로의 분화와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인간 전분화능줄기세포 유래 내

분비 세포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방법을 확립하였음. 또한 이 세포 클러스터를 당뇨병 모

델동물에 이식 하였을 때, 분비된 인간 인슐린에 의해 당뇨병 동물의 혈액 내 혈당이 조

절된다는 것도 확인하였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유도된 내분비 세포 클러

스터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미래 재생의료 분야에 있어서 대체 장기 및 세포 치료제로

서 글로벌 당뇨병 치료제 개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손유경 박사: BTK(브루톤티로신키나아제)는 Tec 키나아제 그룹 중 비 수용체형 Tyr 

kinase 속하는 단백질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외투세포림프종 등 다양한 B 세포 악성 

종양에서 세포 분열과 증식에 관여하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음. 현재 개발된 치료제

는 화학 약물로 한정되어 있으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재발 환자에서 돌연변이로 인한 

약물 저항성이 나타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 본 발명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BTK 저해제

로 ATP 결합부위가 아닌 allosteric regulatory 도메인인 SH2를 표적하는 단백질 치료제 

후보를 개발하였음. 개발된 후보 단백질은 약물 저항성을 나타내는 변이 BTK에 대해서

도 저해 효과가 우수하여 향후 새로운 치료제 후보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5. 정수교 박사: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일차 면역글로불린 G의 생산 및 일차 면역글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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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G에 결합하는 이차 면역글로불린 G를 동물 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쥐 또는 토끼

의 면역학적 반응을 통해 생산하여 생물학적 면역분석법에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일차 

면역글로불린 G에 결합하는 이차 면역글로불린 G의 제작에 있어 실험동물의 사용, 하이

브리도마 제작 및 배양에 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문제점이 있으며 신호 검출을 위한 효

소 및 형광 표지자를 화학적 반응을 통해 결합해야하는 후처리 과정이 필요함. 본 발명

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repebody라는 단백질 골격을 이용하

여 기존의 이차 면역글로불린 G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을 개발하였음.

6. 민지연 박사: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면역항암제는 임상적 성공

으로 인하여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그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음. 본 발명에서는 선천

면역경로인 RIG-I의 신규 리간드로 발굴한 RNA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개발하고 이를 암

세포에 주입하였을 때 면역학적 세포사멸을 유도하며 또한 동물모델에서 암을 효과적으

로 억제함을 확인하였음. 현재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에 특허를 등록하였고, 유럽의 

개별국 진입과 중국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기술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7. 권도형 박사: 면역치료제의 중요 타깃인 사이토카인을 생체 내에 전달하여 면역반응

을 조절하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토카인의 체내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 장벽 중 하나임. 본 발명에서는 나노파티클에 사이토카인을 담지하여 체내에 전달했

을 때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M2형 대식세포를 유도하는데 성공하였음. 본 연구는 사이토

카인을 포함한 여러 약물전달체 (DDS)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으며 나노 입자를 

통한 여러 면연세포를 적절히 분화시킬 수 있는 임상적 가능성을 보고하여 Nano Letters

에 논문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사이토카인이 담지된 다공성 실리카 나노입자를 포함

하는 염증억제용 조성물”, “염증반응 억제를 위한 TGF-beta 운반 메조다공성 실리카 

(특허등록번호 10-1762825)의 2건의 특허를 등록하였음.

8. 조유리 박사: 수지상세포는 T 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항원제시세포인데 염

증 조건에서는 고전적인 수지상 세포 외에 기원을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염증성 수지상

세포가 존재함. 본 발명에서는 피부 알러지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Th2 세포

의 분화에 필요한 피부유래 수지상세포를 면역학적, 유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규명하였

음. 본 발명에서는 CD326+ 랑게르한스 세포와 CD11b+ 수시상세포가 협동하여 Th2 세포

를 분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Th2 분화에 two-hit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정립하였

음. 본 발명 내용\을 면역학 전문지인 Journal of Immunology에 논문 게재하였고, 2016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ngress of Immunology에서 구두발표를 하는 등 

다수의 학회에서 발표하였음.

9. 김민혁 박사: 호중구는 혈액 내에 가장 많은 수로 존재하는 면역세포이면서 감염이나 

외상의 초기에 가장 먼저 활동하는 세포임. 호중구의 발달 분화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

면 Myeloproliferative disorder와 백혈병이 유발됨. 따라서 호중구의 발달분화과정에 관여

하는 인자와 그 전구세포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함. 본 발명에서는 유세포 분석법과 전사

체 분석을 통해 증식능이 있는 호중구 전구세포를 분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전사체 분

석을 수행하여 호중구의 발달 분화에 관여하는 후보인자들을 다수 발굴하였음.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해 임상적 질환에서 호중구 이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제의 타깃을 개발

하는데 필요한 기반지식을 제공하였음.

10. 유다영 박사: 본 발명은 글루타민 합성 효소 유전자가 결핍되도록 형질 전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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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K293 세포주 및 이 세포를 이용한 목적 단백질의 생산 방법에 관한 것임. GS/MSX 유

전자 증폭 시스템에 의한 단백질 생산 세포주 선별 과정 중 기존 세포 내에서 과발현되

는 GS 단백질에 의해 고생산성 세포주 선별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포의 GS 발현을 제거하였고, 이를 통해 MSX 첨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목적단백질 고

생산성 세포주 선별 효율을 증가시켰음. 본 발명은 제약 산업에서 인간 유래 세포주를 

이용한 치료용 단백질 생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

11. 우도연 박사: 세포막에는 다양한 수용체가 존재하며 중요한 세포 기능과 밀접한 연

관이 있음. 수용체를 연구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은 대부분 약물의 수용체에 집중되어 왔

음. 본 발명에서는 빛으로 수용체의 활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음. 신경성

장인자수용체 (Trk receptor)의 말단에 청색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결합시켜 빛에 반응

할 수 있는 수용체를 만들고 이를 광유도 신경성장인자수용체 (OptoTrk)라 명명하였음. 

이 기술의 특징은 한 번의 빛을 조사하게 되면 일시적인 세포 내 신호 활성이 일어나게 

되고 반복적인 또 다른 빛의 조사를 통해 가역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임. 본 기술은 

생체 내 또는 생체 밖에서 시공간적으로 하위신호전달을 조정하여 여러 생물학적 기작 

및 퇴행성뇌질환을 빛으로 치료하는 원천기술로 이용될 수 있음. 

12. 박혜림 박사: 본 발명에서는 세포 내 특정 단백질의 기능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원

천기술인 광유도 분자올가미 (LARIAT)를 개발하였음. 이 기술로 세포에 빛을 쬐어주었을 

때 세포 내부에 순간적으로 단백질의 복합체인 올가미가 형성됨. 이 올가미를 이용하여 

원하는 단백질을 움직이지 못하게 가둠으로써 특정 단백질의 기능을 차단하는 원리를 

담고 있음. 이 원리를 이용하면 세포분열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고, 특히 암세포 분열

을 막을 수 있어 앞으로 암세포 연구 및 암 신호전달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본 기술을 통해 세포의 이동, 세포분열 등의 중요한 생명현상들을 어떠한 약물 처리 없

이 빛으로만 불활성화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들을 빛을 켜고 끔에 따라 매우 쉽고, 가

역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술임.

13. 김태윤 박사: 세포 내로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여 세포 

내 표적에 대한 단백질 치료제 개발에 제약이 되었음. 본 발명에서는 박테리아 및 식물 

등에서 유래한 단백질 독소의 강력한 세포사멸 효과에 착안하여 획기적인 세포 내 단백

질 전달 기술을 개발하였음. 박테리아 독소의 translocation 도메인을 세포 표면의 EGFR

을 표적하는 리피바디에 fusion시키고 여기에 세포 사멸 효과가 있는 단백질을 fusion시

켰음. 개발된 독소 복합체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전달 효율이 매우 높고 세포 사멸 효과

도 매우 우수하여 향후 획기적인 단백질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targeting moiety를 바꾸어 주면 특정 암세포만을 표적하여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14. 이우린 박사: 이우린 박사는 생화학, 분자생물학을 기반으로한 연구를 통해 미토콘드

리아 전사인자의 암 연관 기능 연구로 본 사업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7년 6월 

자본금 2억원으로 ㈜아이리스에듀를 창업하였음. ㈜아이리스에듀는 에듀테크(EduTech)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여 암진단 바이오마커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과학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현재 매출액은 약 2억원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창의적 사고를 가진 융합형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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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연구역량

3.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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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수월성 증진을 위한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 현황 및 계획

 국제 공동 연구 및 학술 활동 지원

○ 본 사업단에서는 3단계 BK21 사업기간 동안 KAIST-OSAKA 대학 학술 교류, 장단기 

해외연수/공동연구, 해외 우수 학회 참가 등 총 161건, 376,563,738원을 지원하였음.

○ 이를 통해 참여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는 2013~2015년 0.155, 

2016~2018년 0.184, 2018~2019년 0.255로서 계속 증가하였음. 이는 본 사업단이 대학원

생들의 학술대회 발표를 적극 지원하였음을 의미함.

○ 본 사업단 및 사업단 소속 연구실들은 4단계 BK21 사업기간 동안 대학원생들의 장단

기 해외연수/공동연구 및 학술활동을 확대 지원할 계획임.

 우수 대학원생 포상

○ 본 사업단에서는 3단계 BK21 사업기간 동안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업단 대학원생

을 격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포상제도를 실시하였으며, 4단계 BK21 사업기간에도 이

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우수논문상: ‘BK21플러스 생물사업단 자체규정 VI.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5조’에 따

라 Cell, Nature, Science 등의 특급논문 또는 IF 9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대학원생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함. 최근 3년간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음.

- 2017년: 이한솔 (Molecular Cell), 송유향 (Neuron)

- 2018년: 이다혜 (Developmental Cell), 김태묵 (Nucleic Acids Research), 박하람 (Nature 

Neuroscience), 정용철 (Nature Neuroscience), 최지헌 (Nature Communications), 현광범 

(Cell Reports)

- 2019년: 유병준 (Angew. Chem. Int. Ed.), 송유향 (Science Advances), 유다슬이 (Nature 

Methods), 김민후 (Nature Communications), 김성수 (Nature Communications)

○ 엔지노믹스 학술상: ㈜엔지노믹스사와 협력하여 우수 졸업논문 발표자를 선정하여 상

장과 포상금을 수여함. 최근 3년간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음.

- 2017년: Nguyen Khanh Mai; 2018년: 정선혜; 2019년: 김나연

○ 우수 연구노트상: ㈜삼성에피스와 협력하여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학교

에서 체화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연구노트 작성자를 선정하여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함. 

최근 3년간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음.

- 2017년: 박지연, 이초흔, 박혜림, 신승현, 여인석, 정다운

- 2018년: 손경표, 최유리, 김수현, 황영은

- 2019년: 최유리, 백민혜, 유정혜, 조가향, 박성제 

○ BK21 리트릿 우수 발표상: 본 사업단은 매년 교수와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2박3일 

과정의 교수-학생 연구 성과 발표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 발표자에게 시상하였음. 

최근 3년간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음.

- 2017년 (2018년 2월 수상) 구두 발표상: 박세근, 이한솔; 포스터 발표상: 김하님, 이해

인, 김나연, 이형석, 김민규, 김진은

- 2018년 (2019년 2월 수상) 구두 발표상: 인선아, 장성민; 포스터 발표상: 전동민, 김경

덕, 장주원, 신은주, 최영진, 김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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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20년 2월 리트릿 행사 취소)

○ Medytox Fellowship 장학생 선발: ㈜메디톡스와 협력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

생을 매년 5명씩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 최근 3년간 장학생 명단은 아래와 같음.

- 2017년: 권도형, 정용철, 신혜림, 서호규, 이진경

- 2018년: 이호연, 김현민, 박소영, 서린, 권용민

- 2019년: 박미소, 김자영, 권준엽, Bui Thi Ngoc Anh, 신은지

 대학원생 세미나 지원

○ 해외 석학 세미나/워크샵

- 본 사업단 및 KAIST 내 KAIX 센터의 지원으로 해외 석학 세미나/워크샵을 개최하여 

대학원생들이 국제 최정상급 학자들의 강연을 듣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학과 정기 세미나

- 학과 세미나의 초청연사 결정에 학생 학술위원회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세미나 연사들과 대학원생들 간의 직접적인 토론세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전

문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킴.

○ 대학원생 세미나

- 석박통합과정 4년차 및 박사과정 3년차 대학원생이 수행중인 연구결과를 필수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연구진행에 대한 중간평가 및 피드백을 받도록 함.

○ 박사학위 논문심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개방형 공개 세미나 형식으로 실시하여 본 사업단의 모든 구성

원들로부터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의 경우 영문 교정비 및 게재비를 지원함. 

☞ 2017년: 30,547,000원/ 2018년: 35,829,906원/ 2019년: 36,959,811원

 학위논문연구비

-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연구를 위해 학위논문연구비를 지원함. 

 ☞ 2017년: 155,312,000원/ 2018년: 150,173,000원/ 2019년: 158,653,000원

  석박사모험연구

- 도전적/창의적인 모험 연구로서 6개월 이상 필요한 연구에 대해 대학원생이 직접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지급함.

-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연구제안서 작성, 연구비 운영 등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

기 위한 중요한 경험을 제공함.

나. 연구 수월성 증진을 위한 계획

 2019년 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현황 분석

- 본 사업단에서 2019년 배출한 박사학위 졸업생 총 37명의 평균 박사학위 재학기간은 

6.08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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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논문 게재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박사학위 재

학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박사후연구원 과정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평생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생

명과학 분야의 특성상 연구 수월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수 박사학위 졸업생의 

재학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연구 수월성 증진을 위한 4단계 BK21 사업기간 내 중점 추진 계획 

- 본 사업단에서는 위에 기술된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유지/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아래에 기술된 계획을 통해 연구 수월성 향상을 향상시키고자 함.

○ 박사학위논문 계획서 및 자격시험 (프로포잘) 개선 및 강화

- 현행: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은 석박사통합과정 2년 말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

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구두발표를 통한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음. 절대평가를 통한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자격시험 통과 비율은 평균 95%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상황임. 학위 과정 초기의 연구 진행 상황

이 박사학위논문의 우수성을 크게 결정하는 만큼 아래와 같이 현행 자격시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개정: 본 사업단 소속 2년차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들은 입학 후 2년 내 지도교수를 

제외한 4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구두발표를 통한 자격시험

을 치르며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30%는 다음 학기 내 재응시 함..

-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학위 과정 초기에 학위 연구에 집중하고, 우수 연구계획서 작

성을 위해 지도교수로부터 더욱 긴밀한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최종적

으로 박사과정 재학기간이 단축 될 수 있도록 함. 

○ 바이오코어 센터를 활용한 교육 및 연구 지원

- 본 사업단은 3단계 BK21 사업기간 동안 스위스 EPFL의 연구자들과 인적/연구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왔음. EPFL에는 연간 약 200억원이 지원되는 바이오코어 센터가 운영되

어 연구자들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빠르게 도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실제로 EPFL에서 

배출되는 박사학위 졸업생의 평균 재학기간이 5년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

- 본 사업단에서는 EPFL을 벤치마킹하여 본 사업단 내 바이오코어 센터를 유치하기 위

해 수년간 노력하여 2019년 핵심지원연구센터 연구비를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음. 이 지

원을 기반으로 최근 바이오코어 센터를 설립하고 약 20억원의 연구장비를 도입하였음. 

또한 아시아 지역 최초로 NIKON Center of Excellency를 유치하여 바이오이미징 관련 

국내 최고의 장비를 갖추게 되었음.

- 바이오코어 센터 소속 전담운영인력 (박사급 2명 포함 총 5명)을 고용하여 장비 운영 

및 유지에 활용하고 있음.

- 본 사업단에서는 바이오코어 센터 운영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장비 사용 교육 및 바이

오 분석 서비스의 전문성, 활용도 및 효율성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 대학원

생들이 빠른 시간에 우수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 수월성 향상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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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진연구인력 운용

4.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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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신진연구인력 이름 활용교수 참여개월 수 비고

1 Ajeet Kumar 윤기준 4 박사후연구원

2 Eisenbarth David 임대식 4 박사후연구원

3 Shreelatha Bhat 오병하 14 박사후연구원

4 곽상수 조철오 9 박사후연구원

5 권규 박찬규 18 박사후연구원

6 김남석 김진우 3 박사후연구원

7 김다영 David Helfman 19 박사후연구원

8 김도형 오병하 42 박사후연구원

9 김민철 임대식 6 박사후연구원

10 김영수 김대수 4 박사후연구원

11 김은하 김세윤 7 박사후연구원

12 김정은 김대수 12 16 박사후연구원

13 김지은 한진희 4 박사후연구원

14 김지은 김대수 9 박사후연구원

15 김진형 오병하 8 박사후연구원

16 김태형 강창원 10 박사후연구원

17 김택훈 임대식 4 박사후연구원

18 마텅허 서연수 10 박사후연구원

19 박승주 김세윤 4 박사후연구원

20 박지혜 서연수 6 박사후연구원

21 박진용 최길주 1 박사후연구원

22 손원석 서연수 24 박사후연구원

23 송기훈 오병하 5 박사후연구원

24 송요셉 조병관 10 박사후연구원

25 심우용 김정회 25 박사후연구원

26 안대권 최준호 13 박사후연구원

27 오양균 최준호 6 박사후연구원

28 오영미 박찬규 6 박사후연구원

29 원종훈 조경옥 18 박사후연구원

30 윤정민 송지준 10 박사후연구원

31 이강우 김진우 33 계약교수

32 이나영 최길주 24 박사후연구원

33 이다혜 임대식 24 박사후연구원

34 이량근 김대수 4 박사후연구원

35 이승훈 허원도 11 박사후연구원

36 이용현 전상용 11 박사후연구원

37 이유진 오병하 30 박사후연구원

38 이종빈 이대엽 6 박사후연구원

39 이종빈 이대엽 23 계약교수

40 이주용 김세윤 8 박사후연구원

41 이한솔 오병하 22 박사후연구원

42 장동훈 최준호 4 박사후연구원

43 장진호 한진희 5 박사후연구원

44 정연주 오병하 31 박사후연구원

45 정영선 김재훈 30 박사후연구원

46 정임주 오병하 4 박사후연구원

47 정진길 최길주 6 박사후연구원

가. 본 사업단의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및 성과 현황

○ 본 사업단은 3단계 BK21 사업기간 (2013년 9월~2019년 12월) 동안 연평균 8.5명의 박

사후연구원과 0.3명의 계약교수를 지원하였음.

○ 3단계 BK21 사업기간 동안 총 55명에게 지급된 연도별 인건비 지원 금액과 신진연구

인력의 활용교수 및 참여개월 수는 아래와 같음.

- 2013년:162,174,036원/ 2014년:343,899,439원/ 2015년:363,882,292원/ 2016년:400,312,495/ 

2017년:252,034,890원/ 2018년:278,835,640원/ 2019년: 269,033,4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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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정찬호 전상용 13 박사후연구원

49 주용성 김상규 18 박사후연구원

50 최은식 이대엽 2 박사후연구원

51 최정민 김학성 30 박사후연구원

52 최철원 오병하 5 박사후연구원

53 팔린다 서연수 8 박사후연구원

54 하국선 강창원 6 박사후연구원

55 함기옥 오병하 14 박사후연구원

○ 3단계 BK21 사업기간 동안 이들 신진연구인력들이 발표한 SCI 논문은 연평균 7.3편이

며, 편당 IF는 6.23이었음. 이는 신진인력 당 연평균 1편의 우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본 사업단이 우수한 신진인력을 선발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였음을 의미함.

○ 또한 본 사업단은 신진연구인력들의 국내외 학회 참석 및 발표를 적극 지원하여 최

근 연구 동향 습득, 연구자 교류 및 연구 성과 발표하도록 장려함

○ 4단계 BK21 사업기간에는 3단계 사업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에 대한 기조를 

유지/개선하고, 교내외 지원 프로그램 (연구재단 과제, 자율운영중점연구소, KAIX 

Fellowship, G-Core 사업, End-Run 사업화 도약과제 등)을 통해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아래에 4단계 BK21 사업기간 동안 신진연구인력들의 안정적 연

구 활동을 위한 본 사업단의 계획을 기술함.

나.  본 사업단의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선발 계획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기준 및 절차 

○ 신규 박사후연구원의 채용은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 연구직 

연구원 채용에 준하는 초빙기준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의 서류평가와 심층면접평가를 통해 선발함.

○ 본 연구단의 연구/학술 교류 및 융합의 극대화를 위하여 타학교 박사학위 취득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연구 업적,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함.

○ 박사후연구원의 재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연구 성과와 발전가능성 등을 BK21 운영위

원회에서 평가하여 결정함.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 및 절차

○ 신규 연구교수의 채용 또한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 연구직 연

구원 채용에 준하는 초빙기준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일차적으로 학과 신진인

력위원회에서 선발 대상자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하여 후보자를 선발함. 신진인력위원회

의 심의통과자는 학과 인사위원회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의 심층면접

평가와 KAIST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교수로 최종 선발함.

○ 본 연구단의 연구/학술 교류 및 융합의 극대화를 위하여 타학교 박사학위 취득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연구교수의 선발은 연구 업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연구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부여

한 심사를 기반으로, 창의적이며 실현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독립적 연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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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여 선발함. 

○ 본 사업단의 지원에 더해 교내외 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평균 1명 이상의 연구교수 

보유를 목표로 함. 이는 3단계 사업기간 연평균 0.3명 연구교수 확보 실적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본 사업단의 목표 중 하나인 우수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부합하고자 함.

○ 연구교수는 계약 기간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으로의 정

규직 취업을 적극 지원하되,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발전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여 

학과 및 KAIST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다. 본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정량적 지원 계획

○ 4단계 BK21 사업기간 동안 연평균 6명의 박사후연구원과 1명의 계약교수 지원을 목

표로 하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예산 금액은 약 

258,000천원/년으로 이는 본 사업단 연평균 사업비의 약 50%에 해당함.

- 박사후연구원 수를 3단계 사업기간 (8.5명) 보다 적은 6명으로 계획한 것은 최소인건비 

상승 (250만원→300만원/월)과 총 사업비의 감소 때문임.

- 계약교수는 3단계 사업기간 (0.3명) 보다 높은 연평균 1명으로 계획하였음.

○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지급 계획: 박사 후 연구 경력에 따라 차등 임금 지급

- 박사 후 1년차: 연봉 4,000만원 + 4대보험 ~ 박사 후 5년차: 연봉 5,000만원 + 4대보험 

(성과급 별도)

- 우수논문 성과급: IF 9이상 (30만원); Cell/Nature/Science (100만원)

○ 계약교수 인건비 지급 계획: 학과 및 KAIST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경력에 

따라 차등 계약

- 최저 계약 연봉: 연봉 5000만원 + 4대보험 (성과급 별도)

- 우수논문 성과급:  IF 10이상 (30만원); Cell/Nature/Science (100만원)

○ 위의 인건비에 더해 신진연구인력이 교내외 연구비를 수주할 경우 연구비의 일부를 

인건비 및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연구비 수주의 동기를 부여하고 독립적 연구 경

험을 장려함.

   

라. 사업단 발전 및 대학원 혁신 지표와 연계한 우수 신진연구인력 운영 전략 

 신진연구인력의 연구몰입도 향상을 위한 교내외 연구비 수주 지원

○ 연구제안서 작성, 연구비 운영, 논문 작성 등은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중

요한 경험을 제공함.

○ 이를 위해 연구재단에서는 박사후연구원이 지원할 수 있는 ‘박사후국내외연수사

업’, 연구교수가 지원할 수 있는 ‘개인기초연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자율운영중점연구소: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독창성 있는 연구주제를 아이디어 단계

부터 끌어내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전임/겸임연구원의 선발 및 KAIST 소속 연구그룹

의 기존연구원 중 최우수 인력에게 독립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비, 인건비 지원.

○ KAIX Fellowship: 기초과학 분야 신진연구자 중 정상급 연구자들에게 KAIX PostDoc/

펠로우 Fellowship을 지원해 도전적 기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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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조건 및 지원 기간
지원내용

인건비 연구비
KAIX 

Post-Doc
 학위 후 5년 이내 박사. 초기 2년 이내, 1회 갱신 
가능

연 6천만원
(1월-12월 기준)

천만-2천5백만원
/연

KAIX 
펠로우

 독립적인 연구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수준(PI 급)의 
학위 후 5년 이내(또는 만 38세 이하) 연구자. 지원 
기간(초기 3년 이내, 1회 갱신 가능)과 연구비 지원 
우대

연 8천만원
(1월-12월 기준)

천만-5천만원
/연

○  KAIST 글로벌산학협력연구센터 G-Core 사업:　글로벌 우수 인재와 기업이 함께 산

업체 수요 중심의 R&D를 수행하고, 지식재산, 기술이전,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혁신

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구현하여 연구 역량 축적의 기회를 제공.

○ End-Run 사업화 도약과제: 성과 중심에서 새로운 가치창출 중심으로의 연구 패러다

임 전환을 통한 아이디어와 시장을 민첩하게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추진.

○ 전임직 교수들과의 긴밀한 멘토링을 통해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제안서 작성을 지도하

고 독립적인 연구 수행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신진연구인력이 교내외 연구비를 수주할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인건비 및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연구비 수주의 동기를 부여함.

○ 신진연구인력의 지적재산권 창출을 위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여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차세대 생명공학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함.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 연구교수의 경우 독립적인 실험 공간 제공을 의무화하고, 연구원 또는 대학원생의 연

구보조 인프라를 제공하여 연구 진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함.  

○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를 지원함.

○ 해외 유수 연구기관 장/단기 연수를 지원함.

○ 우수 논문 발표 시 논문게재료를 지원함.

○ 지도교수와 동 분야 교수로 구성된 멘토 교수제를 실시하여 리더급 연구자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활성화 함.

○ 본 사업단의 바이오코어 센터에 설치된 공동장비의 활용 및 기술원들의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진행을 지원함.

 신진연구인력의 교육/연구자로서 성장을 위한 지원 

○ 신진연구인력에게 본 사업단 및 개별 연구실에서 소규모 연구그룹 리더로서 역할을 

부여하여 독립적인 연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축적된 연구능력이 대학원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연

구과제의 효율과 교육이 동시에 극대화되는 전략을 활용함.

○ 우수 신진연구인력에게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 신진연구인력의 교육역량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

공함.

○ 연구교수의 경우 대학원생 학생지도를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 전임교수들과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협력 수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극대화함으로써 교육적/학문적 발전

의 시너지를 창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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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5.1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표 2-8>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1

강석조 10158980 분자면역
면역치료 (신규 교과목 개

설)
강의계획서를 PDF 파일로 제출

본 신규 대학원 과목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면역학의 기초지식이 임상과 산업에서 질병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소개하고 배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염증, 면역 질환, 이식, 암 등의 치료를 위한

면역치료제를 다루고, 해당 주제에 대한 논문으로 최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면역치료제의 원리와 최근

동향을 습득하도록 하였음.

2

김미영 10709082 종양생물학
고급암생물학 (신규 교과

목 개설)
강의계획서를 PDF 파일로 제출

본 신규 대학원 과목은 암의 발생과 진행을 조절하는 분자, 세포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고, 최근 암

연구동향과 항암 치료제 개발 현황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음. 또한 학생들이 최근 암 관련 최근

연구 논문들을 읽고 수업시간에 발표와 토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의 발표 능력, 질의응답 능력 및 토론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음.

3

김세윤 11082314 신호전달생화학
대사생물학 (신규 교과목

개설)
강의계획서를 PDF 파일로 제출

2015년‘저분자생물학’ 강의를 신규 개설하였음. 핵산 및 단백질과 같은 거대분자중심의 고전적인 생물학 강의

들과 차별화하여 세포내 저분자들의 생합성 및 생물학적 활성조절기전에 관한 원리 및 최신 연구논문들을 강의함

. 생명과학과 대학원생들에게 대사 및 대사체 기반 신호전달의 중요성과 최신 연구동향을 강의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4

김찬혁 10192499 분자면역
합성면역학 (신규 교과목

개설)
강의계획서를 PDF 파일로 제출

합성면역학은 인간 면역계의 인공적 조절을 통해 기능을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는 난치병 질환의 치료에 응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임. 본 신규 대학원 과목에서는 면역계를

기능적(producer, killer, eater) 측면에서 이해하고, 각각의 기능에 대한 합성면역학적 연구가 실제로 어떤 종

류의 치료제의 개발로 연결되었는지를 함께 소개하였음. 또한 연구 및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실험

적 도구들(항체공학, 유전자 편집, 바이러스 벡터 등)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병행하였음. 각 주제에 대한 강의

이후에는 실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분야의 핵심 논문들을 학생들이 직접 읽

고 발표 및 토론하는 과정을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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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성배 11625910 분자신경생물
행동의 신경학적 규명 (신

규 교과목 개설)
강의계획서를 PDF 파일로 제출

본 신규 대학원 과목에서는 본능, 학습에 따른 행동을 관장하는 신경 시스템의 역할을 여러 새로운 기법 (분자생

물학, 생리학, 이미징 테크닉 등)을 이용하여 신경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작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하였

음.

6

윤기준 10617746 신경계발생
고급줄기세포생물학 (신규

교과목 개설)
강의계획서를 PDF 파일로 제출

최근에 줄기세포의 제작, 특성, 분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

성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본 신규 대학원 과목에서는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줄기세포 생물학의 발전 내용과, 향후 줄기세포를 이용한 기술이 인류의 중요 의학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

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을 전달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줄기세포 생물학의 역사와 줄기세포의 기본적

특성과 역분화 과정에 대한 이해, 조직 공학에의 응용과 3차원 오가노이드 제작,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 의학의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이해 및 중요 original research

article들을 학생들이 발표하여 토론하도록 하였음.

7

이승재 10201212 노화생물학
분자유전학기법 (신규 교

과목 개설)
강의계획서를 PDF 파일로 제출

본 신규 대학원 과목에서는 분자유전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점검하고, 이를 연구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에 대해 강의함을 목표로 하였음. 특히 최근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분자유전학 기법인 CRISPR/Cas9를

비롯한 genome editing 기법에 대해 역사적 측면에서부터 가장 최신의 연구 동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연구 논문

들을 커버함으로써 예비 연구자로서 수강생들이 분자유전학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

음.

8

김진우 10161893 신경계발생 신경생물학의 원리 (저서)

"ISBN: 8961542591

요약문을 PDF 파일로 제출

저술한 chapter를 제본으로 제

출"

신경생물학 전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정리한 교과서로 해당 교과서 중 4장 시각 부분을 저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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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균민 10082559 생물화학공학

Cell Culture

Engineering: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 (저서

)

"ISBN: 9783527343348

저서를 PDF 파일로 제출"

본 저서는 단백질 의약품 생산에 적용되는 세포배양공정의 핵심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그 중에

서도 동물세포공학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특히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hinese Hamster

Ovary(CHO) cell 에 적용된 합성/시스템 생물학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음. 본 저서는 단백질 의약품 생산 분야에

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 기존의 연구결과, 그리고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음. 독자는 단백

질 의약품 생산을 위한 세포주 개발, 목적 단백질 정제기술, 배지 조성, 그리고 배양 기술 등의 기초적인 내용과

함께 위치특이적 삽입을 통한 차세대 세포주 개발 플랫폼, 시스템생물학적인 접근을 통한 생산량 증가와 품질 개

선, Quality by Design(QbD)와 같은 최신 기술까지 학습할 수 있게 됨.

10

이대엽 10164158 분자세포생물 후성유전학개론 (저서)

"ISBN: 9791159430701

요약문을 PDF 파일로 제출

저서를 제본으로 제출 "

후성유전학은 DNA에 어떤 물리적인 변형이 없이 유전될 수 있는 생물학적인 기본 분자 기전이며 멘델이 제안한

고전 유전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학문으로 20세기 후반에 태동한 학문체

계임. 대부분의 현대생물학과 의학에 관련된 다양한 현상 및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이론임에도 불

구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후성유전학을 개론 수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존재하지 않았음.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이를 가르칠 수 있는 후성유전학 개론을 출간

하였음. 13개 chapter로 구성된 본 저서는 후성유전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요를 설명한 후, 후성유전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모델 생물체에서 중요하게 발견된 사실과 분자 기전을 설명하고, 후성유전학적인 분

자 기전의 핵심인 히스톤 코드와 그 매개 단백질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조절되는 핵심 작용인 mRNA 전사에 대

하여 설명하였음. 교수들이 학기 분량으로 충분히 강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각 chapter 말미에는

해당 chapter 에서 얻은 지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연습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강의를 위한 별도의 강의

자료(PPT)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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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대엽 10164158 분자세포생물
Virtual-LAB (온라인 콘텐

츠)

"http://www.virtual-

lab.or.kr/main_l.asp

요약문을 PDF 파일로 제출

저술한 chapter를 제본으로 제

출 "

Virtual-LAB 이란 도서로 출간되던 단순한 실험서가 아닌 온라인에서 구현되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

러다임의 온라인 콘텐츠임. 기존 도서 형태로 출간된 실험서들은 새롭게 수행되는 다양한 실험 방식을 담아내거

나 실험실 특성에 맞는 적절한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Virtual-LAB은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실험 트렌드를 수시 반영한 후 업데이트 하며, 검색기능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온라인 서적임. 이를 위해 본 저자를 포함한 5개 학교

(KAIST,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의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다수 참여하여 분자세포

생물학 실험과정과 프로토콜,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고, 비디오 촬영을 통해 실험/실습 지도 컨텐츠를 제작하였음

.

12

조병관 10964050 생물화학공학

"도서명: Synthetic

Biology: Methods and

Protocols

제목: Targeted Genome

Editing Using DNA-Free

RNA-Guided Cas9

Ribonucleoprotein for

CHO Cell Engineering (저

서)"

"DOI: 10.1007/978-1-4939-

7795-6_8/

저술한 chapter를 PDF 파일로

제출"

Chinese hamster ovary (CHO) cell 은 산업적 항체 생산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세포로, 항체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CHO cell의 유전체를 편집하는 기술들이 발전되어 왔음. 최근에 개발된 CRISPR/Cas9 기술을 CHO cell 에 도

입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lentivirus를 이용한 기존의 방법은 바이러스의 DNA나 원치 않는 부분의 DNA가 유

전체에 의도하지 않은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음. 본 연구진은 Cas9 단백질을 따로 정제하고 타깃유전

자를 특정하는 sgRNA를 세포 없이 DNA로부터 발현시켜, 그들을 Cas9-sgRNA RNP complex 형태로써 세포에 직접적

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이 기술로 부작용 없이 고효율로 타킷유전자를 deletion하는 엔지니어링 기법

을 본 저서에 상세히 설명하였음. 더불어 실제 실험 결과 예시도 함께 제시되어 누구나 재현성 있게 CHO cell 유

전체 편집 및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수성 및 교육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며, sgRNA 서열만

원하는 유전자에 대해 디자인해주면 되므로 이론상 모든 CHO cell 유전자의 엔지니어링에 대해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임에 의의가 있음.

13

조병관 10964050 생물화학공학

"도서명: S.Y. Lee (ed.),

Consequences of

Microbial Interactions

with Hydrocarbons, Oils,

and Lipids: Production

of Fuels and Chemical,

Handbook of Hydrocarbon

and Lipid Microbiology

제목: Microbial

Conversion of Carbon

"DOI: 10.1007/978-3-319-

31421-1_366-1

저술한 chapter를 PDF 파일로

제출"

화석연료의 감소 및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함

.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주성분인 CO2를 고정하여 대체 에너지원 혹은 유용 화합물로 전환할 수 있는 미생물들은

이 과정에서 각기 다른 출처의 고에너지 전자의 환원력을 이용함. 본 저서에서는 이러한 bioelectrochemical

system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이를 전자 전달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였음. Hydrogen (H2)를

에너지원으로써 사용해 실제로 화합물을 생산한 R. eutropha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음. 세포 외에서

세포 내로 해당 고에너지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화합물의 생산 양과 탄소원인 CO2의

고정 속도가 현재 주요 한계점임을 정리하였음. 그에 대해서 해당 균주들의 시스템 및 합성생물학적 접근과 전자

전달 시스템의 개선 방안 등을 전망으로써 제시하였음.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

요한 기술이지만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bioelectrochemical system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 상황과 미래 지향점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저서의 우수성 및 교육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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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Dioxide to Electrofuels

(저서)"

화석연료의 감소 및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함

.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주성분인 CO2를 고정하여 대체 에너지원 혹은 유용 화합물로 전환할 수 있는 미생물들은

이 과정에서 각기 다른 출처의 고에너지 전자의 환원력을 이용함. 본 저서에서는 이러한 bioelectrochemical

system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이를 전자 전달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였음. Hydrogen (H2)를

에너지원으로써 사용해 실제로 화합물을 생산한 R. eutropha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음. 세포 외에서

세포 내로 해당 고에너지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화합물의 생산 양과 탄소원인 CO2의

고정 속도가 현재 주요 한계점임을 정리하였음. 그에 대해서 해당 균주들의 시스템 및 합성생물학적 접근과 전자

전달 시스템의 개선 방안 등을 전망으로써 제시하였음.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

요한 기술이지만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bioelectrochemical system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 상황과 미래 지향점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저서의 우수성 및 교육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음.

14

허원도 10138441 분자세포생물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저서)

"DOI: 10.1007/978-1-4939-

3512-3_25

저술한 chapter를 PDF 파일로

제출"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book series 중 하나인 Optogenetics Methods and Protocol book의 “Protein

Inactivation by Optogenetic Trapping in Living Cells”chapter에 새로운 광유전학 기술을 소개하고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함.

15

허원도 10138441 분자세포생물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저서)

"DOI: 10.1007/978-1-4939-

3512-3_24

저술한 chapter를 PDF 파일로

제출"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book series 중 하나인 Optogenetics Methods and Protocol book의 “Optogenetic

Control of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Signaling”chapter에 새로운 광유전학 기술을 소개하고 활용방

법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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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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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3년간 대학원생의 국제 교류 현황 및 계획

  장단기 해외 연수 및 학술대회 발표 대학원생 선발 및 성과 관리

○ 본 사업단은 아래와 같은 선발기준에 따라 단기 해외 연수자 및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성과관리 하고 있음.

- 국제 학술 대회 및 국제 공동 세미나에 구두/포스터 발표 또는 방문 연구 등 단기 연

수 목표가 명확한 경우 우선 지원하였음. 

- 국제학술대회에서 습득한 정보를 랩세미나에서 발표함을 의무화하여 관련 연구 분야 

교수/대학원생들이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함. 

○ 해외 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고 대학원생 

세미나, BK21 리트릿 등의 사업단 행사에서 연수 결과를 구두로 발표함.

  최근 3년간 대학원생의 해외 연수 및 학술대회 발표 지원 실적

○ 본 사업단은 최근 3년간 총 83명 대학원생의 장단기 해외 연수와 해외 학술대회 발

표를 지원하였으며 연도별 실적은 아래와 같음.

- 2017년: 25명, 53,351,028원/ 2018년: 31명, 70,199,771원/ 2019년: 27명, 79,987,539원

- 위 지원 금액은 본 연구단의 연평균 사업비의 약 11.3%에 해당하며, 이는 본 사업단이 

대학원생들의 국제 교류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려는 의지를 반영함.

- 위 사업단 지원 외에도 각 연구실의 연구비를 활용하여 통해 대학원생의 해외 연수 

및 학술대회 발표를 적극 지원하였음. 

 사업단 수준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실적

○ 본 사업단은 여러 해외 기관과 아래와 같은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아

래에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술하였음. 이를 통해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

며 앞으로도 유지 및 확장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KAIST-Osaka University 학술 교류: 1993년부터 일본 오사카대학과의 학술교류 MOU를 

체결하여 격년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음. 2018년 10월 19일~21일, 일본 오

사카대학에서 본 사업단 대학원생 13명과 오사카대학 대학원생 13명이 발표한 공동 심

포지움을 개최하였음.

- KAIST-EPFL 학술교류: 2013년부터 스위스 로잔공대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EPFL)의 생명과학대학 간의 연구교류를 시작하였음. 2017년 8월 28일~29일 

KAIST 본 사업단 소속 7명과 EPFL 교수 6명이 발표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KAIST-Academia Sinica 학술교류: 2018년부터 대만 Academia Sinica의 생명과학대학 

간의 연구교류를 시작하였음. 2018년 12월 3일~4일, 대만 Academia Sinica에서 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소속 10명과 Academia Sinica 교수 7명이 연구 발표한 공동 심포지엄

을 개최하였음. 

- KTV 학술교류: 2019년부터 베트남 VNU (Viet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t 

Hanoi), 태국 출라롱콘대학/마히돌대학과 KAIST 자연과학대학 간의 연구교류를 시작하

였음. 2019년 12월 18일~20일, KAIST에서 자연과학대학 소속 교수 10명과 해외 3개국 

교수 10명이 연구 발표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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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KAIX Scholar

- 국제적인 최정상급의 학자가 연간 2주 이상 2~5년간 정기적으로 KAIST에 머물

면서 지속적으로 내부 연구자들과 교류하며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원 소속기관을 유지하며 KAIST 장단기 방문 교류 연구를 수행함

- 2~5년간 계약을 통해 임용하고, 1년에 2주 이상 방문하도록 활용함.

KAIX Visiting Scholar

- KAIST 학술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KAIX 참여교수와 공동연구 목적으로 방문하

는 과학자, KAIST에서 중장기 연구연가를 원하는 과학자를 지원함.

- 장기, 중기, 단기 방문과학자로 구분함.

- 장/중기 방문과학자의 경우 비전임직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단기 방문과학

자의 경우 국외전문가로 활용함.

나. 해외학자 활용 현황 및 계획

 외부자문위원회 (External Advisory Committee, EAC)

○ 본 사업단은 생명과학 분야 최고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과의 발전방향

을 위한 자문을 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학과 학술발전위원회를 통해 EAC 위원을 초청

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임. 최근 3년간 EAC로 초빙한 해외 석학은 아래와 같음.

- 2018년: Bernhard O. Palsson (UCSD)

- 2019년: Takaki Komiyama (UCSD), Claude Desplan (NYU)

- 2020년: 김광수 (Harvard Medical School) (생명과학과 초빙 석좌교수로 부임) 

 학과 세미나

○ 본 사업단은 우수 해외학자를 학과 정기세미나, 비정기 세미나 등에 초빙하여 최근 

연구 동향 습득에 적극 활용하였음. 앞으로도 학과 학술발전위원회 및 학부/대학원생 

학술위원회의 추천 학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 참가 학자 등을 적극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류할 계획임. 최근 3년간 본 사업단에서 지원한 해외학자 세미나 

개최 건수는 아래와 같으며, 이 외에도 각 연구실에서도 해외 학자 세미나를 다수 지원

하였음.  

- 2017년: 65건/ 2018년: 59건/ 2019년: 62건

 해외 석학 방문과학자 프로그램

○ KAIST에 설치된 KAIX 센터는 2019년부터 세계 최정상 학자들의 KAIST 방문 연구 및 

교류를 지원하여 국제적 기초과학 연구 Hub를 구축을 목적으로 방문과학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음. 본 사업단은 KAIST 생명과학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협력 연구와 학술 교

류를 창출하기 위해 방문과학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방문과학자 프로그램

은 아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다.  본 사업단의 외국인 대학원생 현황 및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계획

 최근 3년간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현황

○ 사업단 내 외국인 학생 비율은 3단계 사업 초기인 2013년 9.7%였으나 지속적으로 조

금씩 감소하여 2020년 2월 현재 3.4%임.

○ 이러한 감소는 의/약전원 폐지 등으로 인해 본 사업단의 생명과학과에 지원하는 국내 

우수 학생이 증가하여 외국인 학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외국인 학생 지

원자 수는 실제로 매년 일정 수준 유지 또는 증가하고 있지만 본 사업단의 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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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본 사업단은 단순히 외국인 학생 비율을 높이는 것 보다는 현재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KAIST 및 사업단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래에 기술) 해외 최우수 학생

을 유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임.

○ 최근 3년간 선발한 외국인 학생의 명단과 출신 국가는 아래와 같음.

- 2017년 (1명) Sehrish Javed (파키스탄)

- 2018년 (3명) Nguyen Thi Hoa(베트남), Marcel Janis Beha(독일), Soo Yeon Lee(미국)

- 2019년 (2명) Nevena Duskunovic (벨기에), Afia Tasnim Rahman (방글라데시)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협력 활동 현황

○ 외국대학의 교환학생 유치: 해외 협력 대학들의 교환학생을 유치하여 본 학과 교과목

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 우수 학생들의 본 사

업단 대학원과정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최근 3년간 외국인 학생 참여자 수

와 출신국가는 아래와 같음.

- 2017년: 7명 (3개국: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 2018년: 12명, (11개국: 프랑스, 인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독

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대만)

- 2019년: 9명, (6개국: 싱가포르, 덴마크, 영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 2020년: 1명 (1개국: 오스트레일리아)

○ KAIST-베트남 VNU 대학 간 교류 협력: 2005년 베트남 VNU (Viet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t Hanoi)과의 MOU 체결 이후 본 사업단 소속 교수들의 VNU 방

문과 Experience KAIST Program (아래) 등을 통해 VNU의 우수 학생을 대학원생으로 

유치하고 있음.

○  Experience KAIST Program: 2006년부터 베트남 VNU에 재학 중인 최우수 학생들을 

초청하여 본 사업단의 연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본 사업단의 이러한 성과를 벤치마킹하여 KAIST 자연과학대학/생명과학기술대학에서

는 KAIX 센터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베트남 VNU뿐만 아니라 태국 출라롱콘대학과 

마히돌대학으로 확대하여 진행하였음.

- 각 대학에서 추천한 최우수 교과목/영어 성적 및 KAIST 대학원 진학 의지를 가진 학

생을 대상으로 본 사업단 소속 교수들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하였음.

-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각 연구실에서 6주간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종

료시 연구 활동을 구두 발표하고 우수 학생에 대해 시상하였음.

-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에게 VISA 발급을 위한 서류 지원, 왕복 항공권 및 생활비 제공, 

한국 역사 관련 유적지 방문 등을 지원하였음. 

- 지난 3년간 참여 학생 수는 아래와 같음.

∙ 2017년: 3명 (베트남, VNU)/ 2018년: 4명 (베트남, VNU)/ 2019년: 7명 (2019년부터 베트

남의 VNU, 태국의 출라롱콘대학과 마히돌대학으로 확대하여 운영)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계획

○ 본 사업단 소속 교수의 외국 대학 방문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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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7 2018 2019

개설과목(수) 7 7 9
수강인원(명) 125 132 140

- 2005년 베트남 VNU과의 MOU 체결 이후 2년마다 본 사업단 소속 교수들이 VNU를 방

문하여 본 학과에 대한 홍보를 해오고 있으며 이를 지속함. 본 사업단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베트남 대학/연구소에 자리를 잡은 베트남 출신 졸업생 및 현 사업단 소속 재

학생을 동반하여 홍보 효과를 증진시켰으며 이를 지속함.

- 본 사업단 소속 교수들이 2019년부터 Experience KAIST Program에 새롭게 참여시킨 

태국의 출라롱콘대학과 마히돌대학을 방문하여 본 학과를 홍보함.

- 본 학과 홍보를 아시아 우수 대학을 대상으로 우선 집중한 후 다른 대륙에 위치한 대

학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임. 

○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석사과정 2년, 박사

과정 4년 동안 전액 면제함.

- 소속 연구실에서 KAIST 국비장학생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함.

○ 외국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

- 매 학기 초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집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사정보, 한국어 학

점, 상담센터, 문화강좌, 은행 계좌 개설 등 학업 및 생활관련 정보를 종합 안내함.

- 캠퍼스 전면적 bilingual system 구축을 통한 외국인 친화적 캠퍼스 조성에 주력함.

- KAIST 본교/문지캠퍼스의 학부생/대학원생 생활관, 기혼자 아파트의 기숙시설에서 외

국인 학생들이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함.

- 정신건강상태 위험군 외국인 학생 대상 생활밀착형 follow-up을 통한 지속적 케어를 

위해 찾아가는 연구실 집단상담, 예방적 심리상담 및 supportive student seminar 운영.

- 2004년 교내에 설치된 KI 하우스 (KAIST International House)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학생과 교원 등 모든 외국인 구성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소통하고 친선을 도

모하는 공간으로 활용함.

○ 외국 우수 대학원학생들의 적응을 위한 한국어 강좌 운영

- KAIST 어학센터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외국인 학생, 교수 및 가족들을 교육

하고 있음. 한국어 교육은 기존의 한국어 회화반과 한국어 능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TOPIK 대비반, 한국어 작문반 (새롭게 추가 운영)을 분리하여 수강하는 학생들의 필요

에 따라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난 3년간 KAIST 어학센터에서 개

설한 한국어 강좌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대학원 전과목 영어강의 실시

- 대학원생의 영어 실력을 증진과 외국인 학생의 용이한 수강을 위하여 대학원의 모든 

개설 과목은 영어로 진행함.

○ 학과 정기세미나, 대학원생 세미나를 포함한 모든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영어 강의로 

진행하며, 외국인 학생이 소속된 연구실들의 랩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함.

○ 외국인 학생 행정적 지원을 위한 영어서류 구비: 모든 학사 및 행정 관련 서류를 영

어로 작성하여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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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재학생 및 졸업생) 국제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소속기관 연구주제
연구기간

(YYYYMM-
YYYYMM)

교육연구단 국외
공동연구자

대학원생 지도교수

1 강문영 김상규
Ian T

Baldwin

독일 / Max Planck
Institute of

Chemical Ecology

Identification of natural
variations in nectar

proteins
201806-201806

2 강문영 김상규
Ian T

Baldwin

독일 / Max Planck
Institute of

Chemical Ecology

Ecological function of
nectar proteins in wild

tobacco
201905-201906

3 김수현 이균민
Lasse

Ebdrup
Pedersen

덴마크 /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전 유전체 겨냥 sgRNA 라
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올
리고 라이브러리 합성과

클로닝 기술 연구

201910-201912

4 윤어진 송지준
Hans

Herbert

스웨덴 /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PR-DUB asymmetrically
interact with H2A Lys 119

Ubiquitinated
Nucleosome

201903-201903

5 이은혜 송지준
Hans

Herbert
스웨덴 / Karolinska

Institutet

Structural and
biochemical studies on
chromatin regulation by

chromatin remodeler
CHD7

201704-201704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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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소속기관 연구주제
연구기간

(YYYYMM-
YYYYMM)

교육연구단 국외
공동연구자

대학원생 지도교수

6 장성민 송지준
Hans

Herbert
스웨덴 / Karolinska

Institutet

Cryo EM Studies on
DOT1L and nucleosome

Complex
201703-201704

7 장주원 송지준
Hans

Herbert
스웨덴 / Karolinska

Institutet
히스톤단백질에대한전자
현미경스크리닝실험수행

201703-201704

8 장주원 송지준
Hans

Herbert
스웨덴 / Karolinska

Institutet

뉴클레오좀 형성 복합체인
Abo1 구조 규명을 위한
전자현미경 실험 수행

201706-201708

9 장주원 송지준
Hans

Herbert

스웨덴 /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크로마틴 조절 단백질 구
조 규명을 위한 전자현미

경 데이터수집
201903-201903

10 전혜연 윤기준 이주연
영국 / University of

Cambridge

Yap as a crucial regulator
of lung progenitor cell

fate and maintenance of
epithelial-mesenchymal

homeostasis

201905-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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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소속기관 연구주제
연구기간

(YYYYMM-
YYYYMM)

교육연구단 국외
공동연구자

대학원생 지도교수

11 정민주 김대수 임병국
미국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UCSD)

운동대뇌피질 회로의 연속
운동 신호 정보처리 기능
에 관한 연구 (Study on
functions of the motor

cortical circuits in
sequential movement

signal processing)

201901-202005

12 황양선 이승희
Carl

Petersen
스위스 / EPFL

Structural and functional
identification of

somatostatin release in
the visual cortex

201803-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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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대학원생의 해외 연구실 연수 및 공동연구 수행 현황 

○ 본 사업단은 선진화된 연구기술 습득 및 연구 내용의 상호 교류를 통한 우수 연구성

과 창출을 위해 대학원생들의 장단기 해외연수 및 공동연구를 지원하였음.

○ 최근 3년간 12건의 장기 해외연수 (15일 이상)를 위한 경비 (항공권, 체재비 등)의 전

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였음 (일부의 경우 각 연구실에서 추가 지원). 이 외에 다수의 단

기 해외연수 (15일 이하)도 지원하였음.

○ 15일 이상 장기 해외 연구실 연수 및 공동연구 (12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연수

보고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였음.

1. 강문영 (2018. 6. 6 ~ 2018. 6. 23, 독일, Max Planck Institute of Chemical Ecology): 

Max Planck 연구소에서 제작된 Nicotiana attenuata라는 식물의 MAGIC population을 

이용하여 GWAS 연구를 하였음. 본 연수에서 채취한 꿀 샘플을 이용한 단백질 분석을 

통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단백질 분비에 관련된 유전자에 대한 GWAS 

연구 기초 data를 획득하였음.

2. 강문영 (2019. 5. 19 ~ 6. 7, 독일, Max Planck Institute of Chemical Ecology): 

Nicotiana attenuata (야생담배)와 Manduca sexta (박각시나방) 및 Carpenter bee (목수

벌)의 plant-insect interaction에 대한 field 실험을 진행하였음. 유전자교정 식물체를 

미국 유타주 사막에 심고 표현형 관찰을 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가졌음.

3. 김수현 (2019. 10. 3. ~ 2019. 12. 8, 덴마크,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Genome-scale CHO-K1 CRISPRi 스크리닝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

였음.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에서 선행 연구한 라이브러리 디자인을 응용하

여 라이브러리 플라스미드를 구축하고 차세대 시퀀싱 분석의 기술적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연수 기회를 가졌음.

4. 윤어진 (2019. 3. 15. ~ 2019. 3. 31, 스웨덴,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스웨

덴의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cryo-EM 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인 AMC–mononucleosome with 80bp DNA extension macromolecule의 구조 규

명을 위해 cryo EM condition screening을 진행하였고 적절한 조건을 찾아내어 data 

collection을 진행함.

5. 이은혜 (2017. 4. 11. ~ 2017. 4. 26, 스웨덴, Karolinska Institutet): Chromatin 

remodeler CHD7과 nucleosome복합체의 구조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초저온 전자현미경 

(Cryo-EM) 장비 사용에 관한 교육과 sample preparation 방법을 교육받았음. 

6. 장성민 (2017. 3. 17. ~ 2017. 4. 3, 스웨덴, Karolinska Institutet): Karolinska Institutet

의 초저온 Cryo-EM을 활용해 인간세포 내 DOT1L과 nucleosome 유전체 복합체 구조

를 관찰하였고, 3차원 구조로 규명하였음.

7. 장주원 (2017. 3. 16. ~ 2017. 4. 2, 스웨덴, Karolinska Institutet): 최근 구조생물학 분

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 Cryo-EM 연수를 일차적 목표로 전체적인 실험이 어떻

게 진행이 되는지 경험하였음.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히스톤 샤페론 단백질의 구

조규명’을 위하여 시료에 대한 조건 최적화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추후 데이터 수

집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  

8. 장주원 (2017. 6. 29 ~ 2017. 8. 30. 스웨덴, Karolinska Institutet): 17년도 3월에 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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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o-EM 실험을 바탕으로 ‘히스톤 샤페론 CAF1/H3H4/DNA의 EM 구조연구’를 위해 

장기 연수를 받고, 실험을 진행함. KAIST는 물론 국내에 Bio-TEM이 전무하여 협업을 

하고 있는 Hans 그룹을 방문하여 시료 제작 및 Cryo-EM 조건 최적화 실험을 성공적

으로 완료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 Sci-Life를 방문하여 데이터 수집을 하였고, 8

Å해상도의 구조를 규명할 수 있었음. 이를 바탕으로 기능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었음. 

9. 장주원 (2019. 3. 15. ~ 2019. 3. 31, 스웨덴,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뉴클

레오좀 형성 히스톤 샤페론인 Abo1 단백질에 대해 cofactor 및 substrate와의 결합에 

따른 conformational change를 구조적으로 밝히기 위해 전자현미경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함. 조건 최적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이후 EBic-Diamond beam center

에서 데이터를 수집, 최종적으로 다양한 state의 높은 해상도의 구조를 규명하였음.

10. 전혜연 (2019. 5. 1. ~ 2019. 6. 30,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케임브리지 대학

교, Wellcome-MRC Cambridge Setem Cell Institute의 이주연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여 

폐 오가노이드 시스템 제작 방법을 배우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어떻게 대사 매커니

즘이 폐 클럽세포 운면 변화를 유도하는지 연구함.

11. 정민주 (2019. 1. 1. ~ 2020. 5. 3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 

UCSD 임병국 교수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wide-field calcium imaging 장비를 이용

하여 마우스가 연속으로 좌/우 페달을 누르는 동작을 수행할 때 좌우반구의 운동대뇌

피질 활성도를 측정하였음.

12. 황양선 2018. 3. 1 ~ 2018. 8. 26, 스위스, EPFL): EPFL에서 보유중인 two-photon 

microscopy, serial block-face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BEM) 기술을 이용하여 

생쥐 일차시각피질 내 특정 유형 신경세포의 시냅스 분포를 연구하였음. 본 연수에서 

획득한 SBEM image를 이용하여 신경세포의 근세포체 구조와 시냅스 분포구조를 3차

원으로 재건하여 신경세포 유형 간에 나타나는 시냅스 구조 차이에 대한 data를 획득

하였음.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계획

○ 본 사업단의 사업비와 KAIST의 국제협력사업비를 활용하여 대학원생들의 장단기 해

외 연수 및 공동연구를 지원할 계획임.

○ KAIST에서는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해외 협력대학들과의 인

력교류/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사업을 계획/지원하고 있음. 

구분 사업기간 배정액 학과/부서/사업 수

Signature Project 최대 5년 164,500천원   9개 학과, 15개 사업

Multi Discipline 1년 142,510천원 9개 학과/부서, 11개 사업

단과대학장 단위 배정 1년 150,000천원 21개 학과/부서, 34개 사업

합계 - 457,010천원 -

○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해외연수의 필요성, 연구계획, 예상 연구성과, 지원학생의 

외국어 능력, 교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외 연수 대학원생을 선발/지원함.

○ 해외 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함.

○ 대학원생 세미나, BK21 리트릿 등의 사업단 행사에서 연수 결과를 구두 발표하여 연

수 결과를 평가하고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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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의 국제화 전략

6.2 외국인 교수 현황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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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2017.3.1.-2020.2.29.) 외국인 전임교수 현황

○ 본 사업단 내 외국인 교수 비율은 3단계 BK21 사업 시작 시점인 2013년 6.9%에서 지

속적으로 상승하여 사업기간 내 1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외국인 전임교수의 정년퇴

임으로 인해 2020년 2월 현재 9.1%임 (외국인 전임교수 3명/사업단 소속 교수 33명).

○ 3단계 사업 기간 중 은퇴한 Walton Jones 교수 (2017년 2월 은퇴), David Helfman 교

수 (2019년 2월 은퇴)들은 현재도 학과 교수들과 공동 연구, 논문 작성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본 사업단은 우수 외국인 교원 확보를 위해 신임교원발굴위원회를 상시 운영함. 

○ 또한 2020년 3월 Science, Nature에 교수 초빙 공고를 게재하여 4월 30일까지 총 41

명의 외국인이 지원하였음. 이들에 대한 서류심사, 세미나 발표를 포함한 심층 면접 평

가를 통해 우수 외국인 교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외국인 교원 비율 확대를 위

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함.

 외국인 전임교수의 교육관련 활동 

○ 본 사업단에 소속된 외국인 전임교수들은 대학원생들의 학위연구 지도를 위한 논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교수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하였음.

○ 대학원생들의 영어 논문작성 및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기여하였음.

○ 최근 3년간 본 사업단에 소속된 외국인 교수들의 개설 과목 및 교육관련 활동은 아

래와 같음.

○ David Helfman 교수 (2019년 2월 정년퇴임)

- 2017년 봄학기: 암생물학, 논문연구

- 2017년 가을학기: 생명과학특강 III<Landmark Discoveries in Cell Biology>, 논문연구

- 2018년 봄학기: 세포생물학실험, 논문연구

- 2018년 가을학기: 생명과학특강 III<Landmark Discoveries in Cell Biology>, 논문연구

- David Helfman 교수는 암생물학 관련 강의를 하였으며 매학기 좋은 강의 평가를 받아

왔음. 특히 <Landmark Discoveries in Cell Biology> 과목은 Helfman 교수의 암생물학 

관련 오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세포생물학의 중요 발견을 집중적으로 강의하여 수강

생들에게 호평을 받았음. 사업기간 내 암생물학 관련 논문을 게재하였음.

○ Kyung-Ok Cho 교수 (2008년 9월 임용)

- 2017년 봄학기: 논문연구

- 2017년 가을학기: 생명과학특강 VI <환경진화발생학>, 논문연구

- 2018년 봄학기: 생명과학특강 VI <환경진화발생학>, 논문연구\

- 2018년 가을학기: 일반생물학, 논문연구

- 2019년 봄학기: 환경진화생물학, 논문연구

- 2019년 가을학기: 일반생물학, 논문연구

- 조경옥 교수는 초파리 유전학 관련 연구 지도와 함께 강의를 개설해 왔음.

○ Greg S. Suh 교수 (2015년 6월 임용)

- 2017년 봄학기: 논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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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여름학기: 일반생물학

- 2017년 가을학기: 논문연구

- 2018년 봄학기: 논문연구

- 2017년 여름학기: 일반생물학

- 2018년 가을학기: 논문연구

- 2019년 봄학기: 생명과학특강 IV <행동의 신경학적 규명>, 논문연구

- 2019년 여름학기: 일반생물학

- 2019년 가을학기: 논문연구

- 초파리 행동생물학 관련 연구 지도 및 강의를 개설해 왔음. KAIST 임용 후 한동안 

New York University와 겸임교수로 KAIST에서는 여름학기에만 강의하였으나 현재는 본 

사업단의 생명과학과 전임교수로서 본 학과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음.

○ Wonsuk Cheong 교수 (2016년 1월 임용)

- 2017년 봄학기: 생명과학특강 IV <신경교세포 생물학>, 논문연구

- 2017년 가을학기: 발생생물학, 논문연구

- 2018년 봄학기: 신경생물학 I, 논문연구

- 2018년 가을학기: 세포생물학, 논문연구

- 2019년 봄학기: 신경생물학 I, 논문연구

- 2019년 가을학기: 세포생물학, 논문연구

- 신경세포생물학 관련 연구 지도와 함께 강의를 개설해 왔음.

 외국인 초빙교수의 교육관련 활동 

○ 김광수 교수 (Harvard Medical School)

- 본 사업단은 신경생물학,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Harvard 의과대학 김광수 교

수를 초빙석학교수로 임용하였음.

- 2019년 4월 20일~28일 본 사업단을 방문하여 총장을 포함한 KAIST 보직자 면담, 학과 

교수 개별 면담, 학부생/대학원생 간담회 등을 통해 자문을 하였으며 ‘뇌질환 치료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음.

- 김광수 교수의 협력으로 ‘하바드-KAIST’ 뇌질환 센터 설립 기획 중

- 김광수 교수 외에도 본 사업단은 학과 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최정상급 외국인 교수들

을 초빙/객원교수로 임용하여 학과 발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연구 교류할 계획임.

121 / 802



III. 연구역량 영역

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연구비 수주 실적 (별도 제출/평가)

 <표 3-1> 최근 3년간(2017.1.1.-2019.12.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항목

수주액(천원)

2017.1.1.-2017.12.31. 2018.1.1.-2018.12.31. 2019.1.1.-2019.12.31. 전체기간 실적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0,027,195 12,000,523 15,021,862 37,049,582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621,817 3,820,348 6,180,213 12,622,379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736,775 533,215 188,560 1,458,551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1,704,350

참여교수 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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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주액(천원)

2017.1.1.-2017.12.31 2018.1.1.-2018.12.31 2019.1.1.-2019.12.31 전체기간 실적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0 0 0 0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0 0 0 0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0 0 0 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참여교수 수

<표 3-1-1> 최근 3년간(2017.1.1-2019.12.31) 건축분야 건축학전공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

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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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업적물

①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3-2> 최근 5년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

연번

참여교

수명

연구

자

등록

번호

이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간호/ 보

건/ 체육/

기타 분야

에 한함)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

강석조
10158

980

분자

면역

저널

논문

Dohyeong Kwon, Bong Geun Cha, Yuri Cho, Jiyoun Min, Eun-Byeol Park, Suk-Jo Kang,and

Jaeyun Kim

Extra-Large Pore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for Directing in Vivo M2 Macrophage

Polarization by Delivering IL-4

NANO LETTERS

17(5), 2747-2756

2017

10.1021/acs.nanolett.6b04130

▣ 사이토카인 및 약물전달 나노입자 약물 전달체 개발

○ 사이토카인은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임. 따라서 사이토카인을 생체 내에 전달하여 면역반응을 조절하려는 많은 노력하고

있으나 사이토카인의 체내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 장벽 중 하나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는 사이토카인을 안정화시키기 항

체 등을 사용하였으나 고가로 실용성이 없었음.

○ 본 논문에서는 큰 공극을 균일하게 포함하는 나노파티클을 제조하는 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이토카인을 감지하여 체내에

전달했을 때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M2형 대식세포를 유도하는데 성공하였음을 보고함.

○ 본 나노파티클은 사이토카인 뿐 아니라 다양한 약물을 전달할 수 있어 약물전달체 (DDS)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음. 실제로

본 나노 입자를 통해 다양한 면연세포를 원하는 방향으로 분화시키는 등 임상적 가능성을 확인함.

○  본 연구 결과로부터 2건의 국내특허를 등록하였고 현재 사이토카인 담지 나노파티클을 이용하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NANO LETTERS, IF=12.279; Google Scholar 59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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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교

수명

연구

자

등록

번호

이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간호/ 보

건/ 체육/

기타 분야

에 한함)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

강석조
10158

980

분자

면역

저널

논문

Dohyeong Kwon, Eunbyeol Park, Suk-Jo Kang

Stimulator of IFN Genes-Mediated DNA-sensing Pathway Is Suppressed by NLRP3 Agonists

and Regulated by Mitofusin 1 and TBC1D15, Mitochondrial Dynamics Mediators

FASEB JOURNAL

31(11), 4866-4878

2017

10.1096/fj.201700328R

▣ 미토콘드리아를 통한 면역세포 증강 기법 개발

○ STING (Stimulator of interferon genes) 경로는 항바이러스 및 항암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와 함께 항암제와 면역활성

조절제의 타깃으로 연구되고 있음. 현재까지 그러나 STING 경로를 조절하는 기전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STING의 활성을 조절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역동성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며 NLRP3 inflammasome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미토콘드리아를 경유하여 STING 경로를 억제함을 보고함.

○ 기존에는 STING의 활성화에 관한 구조생화학적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포내 소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STING

매개 인터페론 생성이 조절됨을 규명한 것이 주요 차별성임.

○ 본 연구를 통하여 STING을 타깃으로 하는 면역항암제와 면역증강제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특히 미토

콘드리아 활성을 통하여 면역세포 기능향상에 기여하여 다양한 질환의 치료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음.

(FASEB JOURNAL, IF=5.391; Google Scholar 9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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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mmation Induces Two Types of Inflammatory Dendritic Cells in Inflamed Lymph

Nodes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50(3), e458

2018

10.1038/emm.2017.292

▣ 수지상 세포의 기능 분화 연구

○ 수지상세포는 T 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항원제시세포인데 염증 조건에서는 고전적인 수지상 세포 외에 기원을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염증성 수지상세포가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염증성 수지상세포를 분리하고 유전체 및 기능을 분석하여 염증 조건에서 각 수지상세포의 subset의 역할을

규명함.

○ 기존에는 염증성 수지상세포의 기원을 단핵구로만 규정하고 이를 정의하는 표면분자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는 그러한 정의가 제한

적임을 보이고 고전적 수지상세포로부터 유래한 새로운 염증성 수지상세포의 존재를 밝혔음.

○ 본 연구는 백신을 포함하여 수지상세포를 응용하는 많은 치료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뿐 아니라, 고전적

인 수지상세포로부터 유래한 염증성 수지상세포를 응용한 면역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염증을 수반하는 미세환경을 조절하여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IF=4.743; Google Scholar 8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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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Hyung Park, Seung Hyun Lee, Changju Lee, Jeongjin Kim, Han Eol Lee, Se-Bum Paik,

Keon Jae Lee and Daesoo Kim

Optogenetic mapping of functional connectivity in freely moving mice via insertable

wrapping electrode array beneath the skull

ACS NANO

10(2), 2791-2802

2016

10.1021/acsnano.5b07889

▣ 대뇌 표면 활성을 측정하는 유연적극 시스템 개발

○ 시상-대뇌피질 회로망을 통해 나타나는 뇌파의 이상 동조 현상은 압상스 간질 등 많은 신경질환에서 관찰된다. 피질파 측정을 통하

여 피질의 활성을 시공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뇌 질환뿐 아니라 뇌 기능 이해에 중요함.

○ 활동하는 상황에서 대뇌 피질 활성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신경과학분야에서 기술적 난제로 남아 있었음.

○ 본 연구진은 대뇌 피질파 측정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연한 전극을 사용한 새로운 피질파 측정 시스템 iWEBS을 개발하

였음. iWEBS는 필름 전극을 두개골의 작은 틈에 삽입함으로써, 개두술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고, 생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대뇌 피질파의 측정이 가능함.

○ 또한 광유적학으로 특정 시상핵의 활성을 억제하여 유도된 압상스 간질파가 대뇌 전반으로 퍼짐을 확인하여 시상-대뇌피질 회로망

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iWEBS 시스템은 기존 대뇌 피질파 측정 방법의 한계 극복, 동물의 행동과 넓은 뇌 영역의 활성을 연관성 연구

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ACS NONO, IF=13.903; Google Scholar 20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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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Insop Shim, Jae Hoon Chung, Se-Bum Paik, George J Augustine, Daesoo Kim

Inhibitory Basal Ganglia Inputs Induce Excitatory Motor Signals in the Thalamus

NEURON

95(5), 1181-1196

2017

10.1016/j.neuron.2017.08.028

▣ 흥분인가 억제인가? 파킨슨 병 발병 이론의 전환

○ 기존의 파킨슨병 치료연구는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 분비되는 기저핵 억제성 신호물질이 뇌의 운동신경을 억제함으로써 그 기능을

방해한다는 ‘운동신호 억제이론’에 기반함. 하지만 해당 이론만으로 복잡한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팀은 파킨슨병 모델 생쥐에서 억제성 입력을 받는 시상핵 신경들만 광유전학으로 억제시켰을 때, 일시적인 억제 이후 ‘반

발성 흥분’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음. 또한 반발성 흥분을 제어했을 때 다양한 파킨슨 증상을 보이던 파킨슨병 생쥐가 완벽히 회복

됨을 확인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30년 이상 사용되어온 기저핵 모델의 수정을 제안하였고, 기저핵이 어떠한 방식으로 복합적인 운동 신호를 만

들어내는지 규명하여, 반발성 흥분 제어를 통한 파킨슨 병의 새로운 기전을 제시함.

○ 또한 시상핵의 반발성 흥분은 T-타입 칼슘채널에 의해 매개되며 해당 채널을 억제하였을 경우 파킨슨병 증세가 호전될 수 있음을

밝혔음. 이는 도파민 신경이 없어도 T-타입채널을 억제하는 약물로서 파킨슨 증성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NEURON, IF=14.403; Google Scholar 33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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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l Preoptic Circuit Induces Hunting-Like Actions to Target Objects and Prey

NATURE NEUROSCIENCE

21(3), 364-372

2018

▣ 동물의 경제활동인 사냥행동 조절 회로 발견

○ 유용한 자원 혹은 먹이를 확보하려는 것은 생존을 위한 강력한 욕구임.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욕구를 만들어내는 신경회로 기전

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

○ 본 연구팀은 광유전학으로, 수도관 주위 회백질(PAG)로 신호를 보내는 시상하부 중 전시각중추 (MPA) 내의 흥분 신경세포들이 먹이

및 물체를 획득하고 소유하려는 본능을 조절하는 것을 밝힘.

○ 동물조종기술 개발: 생쥐 머리 위에 물체를 장착해 눈앞에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무선으로 조종하고 MPA-PAG 회로를 광유전학

으로 활성시켜 생쥐가 눈앞에 물체를 따라가게 만드는 기술인 MIDAS를 개발함.

○  본 연구는 동물들의 사냥행동 및 사냥본능과 인간의 수집욕 사이의 연결성을 제시했으며,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게임

중독, 수집 강박, 도벽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MIDAS 기술은 포유류의 뇌와 컴퓨터를 접목시켜 새로운 신경과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방, 재난 구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사회 경제적 가치가 있음.

(NATURE NEUROSCIENCE, IF=21.126; Google Scholar 31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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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K2Demethylase JMJDEmploys the NF-κB and BMP Signaling Pathways to Modulate the

Tumor Microenvironment and Promote Melanoma Progression and Metastasis

CANCER RESEARCH

76(1), 161-170

2016

10.1158/0008-5472.CAN-15-0536

▣ 피부암 발생 및 전이를 조절하는 후성유전학적 기전 연구

○ 본 연구는 히스톤 H3 라이신 27 탈메틸화 효소인 JMJD3의 피부암 형성 및 전이 촉진 기능을 밝히고, 그 기작을 규명함. 특히,

JMJD3가 피부암 세포에 줄기세포적인 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암 미세 환경 형성을 매개하여 피부암의 형성과 성장을 증

진시킴을 발견함.

○ 또한 암 세포의 혈관 밖으로의 이동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피부암의 폐 전이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밝혔음. 따라서 본 연구는 피부

암 발생 및 전이에 대한 새로운 후성유전학적 조절 기작을 제시하였음. 히스톤 H3 라이신 27 탈메틸화 효소인 JMJD3 (Jumonji Domain

Containing 3)가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피부암 발생 및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냄.

○ 본 연구에서 GSKJ4가 피부암 세포의 전이능력을 저해 시킨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본 GSKJ4를 이용한 피부암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함

. 이번 연구 결과는 피부암의 발생뿐만 아니라 폐로의 전이에서의 후성유전학적 조절 기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방법 모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CANCER RESEARCH, IF=8.378; Google Scholar 45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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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NT1promotes lung-specific breast cancer metastasis by modulating self-renewal and

interaction with the lung microenvironment

NATURE COMMUNICATIONS

7, 13796

2016

10.1038/ncomms13796

▣ 피부암 발생 및 전이를 조절하는 후성유전학적 기전 연구

○ 유방암은 유방 내에만 머무는 양성 종양과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종양임. 그러나 어떻게 유방암 세포가 전이

를 촉진하게 되는지에 대한 단서가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유방암 세포 내 GALNT14이 증가하면 세포의 self-renewal 을 증가시키고 CXCl1의 분비를 촉진시켜 maceopag를 lungd으로

recruit시킬 뿐 아니라 유입된 macrophage에 서 분비되는 FGF를 이용하여 증식하여 폐전이를 촉진함을 밝힘.

○ 본 논문에서는 GALNT14이라는 당화효소가 유방암의 폐전이을 특이적으로 촉진시킴을 밝히고, 그 작용기작을 보임. 특히, GALNT14이

유방암세포와 폐 미세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유방암 세포가 폐환경내에서  살아남고 증식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을 보일 뿐 아

니라 그 작용기작을 밝힘.

○ 본 연구는 당화효소에 의한 기관 특이적 전이연구로 세계최초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당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유방암 특이적

인 전이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함.

(NATURE COMMUNICATIONS, IF=11.878; Google Scholar 19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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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m-Jin Hong, Woo-Yong Park, Hwa-Ryeon Kim, Jin Woo Moon, Ho Yeon Lee, Jun Hyung

Park, Seon-Kyu Kim, Youngbin Oh, Jae-Seok Roe, and Mi-Young Kim

Oncogenic KRAS Sensitizes Lung Adenocarcinoma to GSK-J4-Induced Metabolic and

Oxidative Stress

CANCER RESEARCH

79(22), 5849-5859

2019

10.1158/0008-5472.CAN-18-3511

▣ 폐암 발생 및 전이를 조절하는 후성유전학적 기전 연구

○ 유전학을 기반으로 한 폐암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유전적 변이에 따른 후성유전 조절인자 특히 히스톤  H3K27  탈메틸화

효소 저해제들에 대한 반응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암에서 유전학적 변이와 후성유전

인자 저해제인 GSK-J4 민감도의 상관관계를 처음으로 보였을 뿐 아니라 작용기작까지 규명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KRAS 돌연변이가 폐암뿐아니라 췌장암에서도 GSK-J4에 대한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이 암세포내의 대

사적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기 때문임을 규명함. KRAS는 다양한 암종에서 가장 많이 변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 하나이나

KRAS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암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약물이 없음.

○ 따라서 KRAS를 직접 타깃으로 하기 보다 KRAS 돌연변이를 가진 암세포들에게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찾는것이 매우 중요함.

이번 연구 결과는 폐암에서 후성유전학적 조절 기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방법 모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CANCER RESEARCH, IF=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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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ipe Yon, Youngsung Joo, Lucas Cortés Llorca, Eva Rothe, Ian T Baldwin, Sang-Gyu

Kim

Silencing Nicotiana Attenuata LHY and ZTL Alters Circadian Rhythms in Flowers

NEW PHYTOLOGIST

209(3), 1058-1066

2016

10.1111/nph.13681

▣ 개화주기를 조절하는 생체시계 기전 연구

○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인식해서 열리는 꽃은 주변에서 흔히 관찰됨. 애기장대 등 모델 식물을 이용한 기존 연구를 통해서 식물 생

체시계(circadian clock) 유전자가 밝혀졌으나 꽃의 일주기성 리듬이 어떻게 생체시계에 의해서 조절 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음.

○ 이를 연구하기 위해 꽃의 일주기성 리듬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였음. 그러기 위해 꽃의 일주기성 리듬을 강

하게 가지고 있는 야생담배 생체시계 유전자를 동정하고 야생담배 생체시계 유전자의 발현을 꽃에서 확인하였음.

○ 또한 이 유전자의 발현을 낮춘 식물을 제작하고 꽃의 리듬이 달라진 것을 확인함으로 꽃향기, 열리고 닫힘, 움직임 등이 생체시계

에 의해서 조절됨을 밝히고 잎에서 밝혀진 생체시계 작동 모델이 꽃에서는 다르게 적용됨을 규명함.

(NEW PHYTOLOGIST, IF=7.299; Google Scholar 45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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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uk Lee , Youngsung Joo, Celia Diezel, Eun Ju Lee, Ian T Baldwin, Sang-Gyu Kim

Trichobaris Weevils Distinguish Amongst Toxic Host Plants by Sensing Volatiles That

Do Not Affect Larval Performance

MOLECULAR ECOLOGY

25(14), 3509–3519

2016

10.1111/mec.13686

▣ 야생 담배 줄기 조직 해충의 섭식행동 연구

○ 야생담배 줄기 조직(pith)을 먹는 바구미를 발견함. 이는 토마토 등 주요 작물의 해충이지만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줄기 안으로

들어간 뒤 성충이 되어 탈출하는 특이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서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였음.

○ 연구를 통해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자라는 야생담배와 흰독말풀을 먹는 두 바구미 종(Trichobaris mucorea, Trichobaris

compacta)을 발견하고 섭식 습관과 산란  방식 등을 관찰하여 실내 곤충 생육 방식을 개발함. 이를 통해 T. mucorea, T. compacta 성

충은 흰독말풀을 주로 먹지만 알을 낳을 때는 T. mucorea는 야생담배를 T. compacta는 흰독말풀을 선택한다는 것을 규명함.

○ 한 T. compacta 애벌레 니코틴의 독성 때문에 죽는다는 것과 T. mucorea는 야생담배의 휘발성 물질을 인식해서 기주 식물을 찾는다

는 것을 밝힘.

(MOLECULAR ECOLOGY, IF=5.855; Google Scholar 5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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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ran Kim, Sang-Tae Kim, Jahee Ryu, Beum-Chang Kang, Jin-Soo Kim, Sang-Gyu Kim

CRISPR/Cpf1-mediated DNA-free Plant Genome Editing

NATURE COMMUNICATIONS

8, 14406

2017

10.1038/ncomms14406

▣ 식물유전체 교정을 위한 유전자 가위 개발

○ 크리스퍼(CRISPR) 시스템은 동·식물에서 원하는 유전자를 편집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 SpCas9 유전자 가위가 최초 보고된 후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유전자 가위가 개발되었음.

○ 특히 Cpf1 유전자 가위는 잘리는 패턴이 점착말단(sticky end)으로 이전 유전자 가위와 달라 큰 관심을 받았으나 식물에서 그 기능

이 검증되지 않았음. 본 연구를 통해 식물 원형질체 시스템을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유전자 가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함.

○ 또한 Cpf1을 이용하여 주요 작물인 콩 목표 유전자 편집에 성공하고 특히 콩 불포화지방산(리놀레익산, 리놀레닌산) 합성에 관여하

는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가이드 RNA를 선별하고 그 효율을 검증함.

(NATURE COMMUNICATIONS, IF=11.878; Google Scholar 177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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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Eung Kim, In-Seung Jang, So-Hee Son, Young-Joon Ko, Byung-Kwan Cho, Sun Chang

Kim, Ju Young Lee

Tailoring the Saccharomyces Cerevisiae Endoplasmic Reticulum for Functional Assembly

of Terpene Synthesis Pathway

METABOLIC ENGINEERING

56, 50-59

2019

10.1016/j.ymben.2019.08.013

▣ 효모의 terpene 대사회로 교정 및 생산 연구

○ Saccharomyces cerevisiae에서 terpene 계열의 2차 대사산물 생산에 있어서 ER이 단백질 translation과 folding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ER의 space를 expansion과 동시에 protein synthesis 및 folding capacity를 증대하고 metabolic constraints 유지

하는 INO2 유전자를 과 발현하였음.

○ NO2 유전자를 과 발현함으로써 RE에서 합성되는 terpene 계열의 2차 대사산물인 squalene 및 protopanaxadiol의 생산성이 각각

71배 및 8배 증가됨. 또한 genome-wide transcriptome 분석을 통하여 INO2 유전자의 과 발현이 terpene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metabolic network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INO2 유전자의 과 발현이 가치 높은 2차 대사산물의 생산성을 증대 할 수 있음을 규명한 중요한 성과임.

(NATURE COMMUNICATIONS, IF=11.878; Google Scholar 177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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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Joon Kwon, Heejae Lee, Go-Eun Choi, Soon Jae Kwon, Ah Young Song, So Jeong

Kim, Woo Seon Choi, Sang-Hyun Hwang, Sun Chang Kim, Hun Sik Kim

Ginsenoside FPromotes Cytotoxic Activity of NK Cells via Insulin-Like Growth Factor-

1-Dependent Mechanism

FRONTIERS IN IMMUNOLOGY

9(2785)

2018

10.3389/fimmu.2018.02785

▣ Ginsenoside F1 면역기능 강화 기전 연구

○ 본 연구는 자연 사멸 (NK) 세포를 이용한 암 감시 작용에 대한 ginsenoside F1 (G-F1)의 강력한 역할을 증명함. 15 개의

Ginsenoside 중에서, G-F1은 다양한 활성화 수용체 및 암 세포에 반응하여 NK 세포의 세포 독성을 가장 강력하게 향상시킴.

○ 또한, G-F1은 NK 세포 활동에 의존하는 림프종 제거 및 전이성 흑색 종 마우스 모델에서 암 감시를 개선하였다. G-F1을 처리한 NK

세포는 외부 자극에 대한 세포 독성 매개체의 상향 조절 및 활성화 신호의 상승을 통해 강화된 세포 독성 잠재력을 보임.

○ G-F1에 의한 NK 세포 강화는 인슐린-유사 성장 인자 (IGF) -1의 억제나 IGF-1 처리에 의한 것으로, IGF-1의 관여를 시사함.

○ 따라서 이 논문의 결과는 G-F1이 NK 세포 기능을 향상시키고 NK 세포를 기반으로한 면역 요법에서 화학 치료와 같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함.

(FRONTIERS IN IMMUNOLOGY, IF=4.716; Google Scholar 3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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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Seok Yang, Bong Hyun Sung,Myung Keun Park, Jun Hyoung Lee, Ki Jung Lim, Sung

Chul Park, Soo Jin Kim, Hyung Kwoun Kim, Jung-Hoon Sohn, Ho Min Kim and Sun Chang

Kim

Recombinant Lipase Engineered with Amphipathic and Coiled-Coil Peptides

ACS CATALYSIS

5(9), 5016-5025

2015

10.1021/cs502079g

▣ 유전자 재조합을 통한 고성능 리파아제 개발

○ 리파아제는 바이오디젤, 유지화학품, 의약품을 산업적으로 생산하는데 사용되어온 효소로서, 이의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메타지

노믹스, 유도진화, 효소 고정화 등과 같은 여러 노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Photobacterium lipolyticum M37리파아제의 N-말단에 양친매성 펩타이드를, C-말단에 다중합 펩타이드를 결합시켜

소수성 기질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 시킴으로서 효소 활성을 wild-type 대비 약 54배 가량 증가시킨 NKC-M37-MAT 을 개발함.

○ NKC-M37-MAT을 wild-type과 비교하였을 때, 바이오디젤 생산 시간이 30배에서 6시간으로 5배 감소함. 이러한 양친매성 펩타이드와

다중합 펩타이드를 이용한 효소 개량 방법은 소수성 기질로부터 합성된 바이오디젤 및 생화학 물질의 산업적 규모의 생산을 위한 리파

아제 촉매 효율을 증가시키는 플랫폼 기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

(ACS CATALYSIS, IF=12.221; Google Scholar 9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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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a Kim, Jiyoon Beon, Seulgi Lee, Seung Ju Park, Hyoungjoon Ahn, Min Gyu Kim,

Jeong Eun Park, Wooseob Kim, Jae-Min Yuk, Suk-Jo Kang, Seung-Hyo Lee, Eun-Kyeong Jo,

Rho Hyun Seong, and Seyun Kim

Inositol polyphosphate multikinase promotes Toll-like receptor–induced inflammation

by stabilizing TRAF6

SCIENCE ADVANCES

3(4), e1602296

2017

10.1126/sciadv.1602296

▣ IMPK 효소의 면역기능 조절 연구

○ 본 연구는 IPMK 효소가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는 대식세포 (macrophage)에서의 생물학적 기능을 분자, 세포 및 생체수준에서 밝힌

최초의 독창적 연구임.

○ 대식세포와 같은 골수성 유래 세포들 특이적인 IPMK 녹아웃 생쥐의 경우, 내독소 및 패혈증 모델에 의한 보호효능을 나타냄.

○ 이러한 LPS-TLR4 신호의 장애는 TRAF6 신호전달 인자의 단백질 수준의 조절에 의하여 매개됨을 최초 규명하였음. 정상 대식세포의

경우, IPMK 효소는 TRAF6에 결합하여 K48 유비퀴틴화에 의한 단백질 분해를 억제함.

○ IPMK가 제거된 상황에서는 TRAF6의 과도한 K48 유비퀴틴화에 의하여 단백질 안정성이 저하됨. 따라서 LPS 내독소 및 패혈증 유발

상황하에서 TLR4 신호전달계의 활성화가 낮아짐.

○ IPMK-TRAF6 단백질 결합은 LPS에 의하여 낮아지며 이는 TRAF6-IRAK1 결합을 통해 TLR4에 의한 염증신호전달계의 활성화 및 유전자

발현의 활성화를 매개함.

(SCIENCE ADVANCES, IF=12.804; Google Scholar 12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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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a Park, Francesco Longo, Seung Ju Park, Seulgi Lee, Mihyun Bae, Richa Tyagi, Jin-

Hee Han, Seyun Kim, Emanuela Santini, Eric Klann, and Solomon H. Snyder

Inositol Polyphosphate Multikinase Mediates Extinction of Fear Memor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6(7), 2707-2712

2019

10.1073/pnas.1812771116

▣ IMPK 효소의 공포기억 소거 기전연구

○ 본 연구는 IPMK 효소가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는 흥분성 뉴런 (glutamatergic excitatory neuron)에서 IPMK 효소가 제거된 생쥐를

확립, 분석함.

○ 공포기억의 정상적 학습 이후 소거조건(전기자극없이 소리자극만 주어지는 소거학습 테스트)이 주어진 경우, IPMK 녹아웃 생쥐의

경우에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매우 빠른 공포기억 소거 (fear memory extinction) 반응을 보임.

○ 대뇌 변연계에 존재하는 편도체에서의 p85 S6K1 신호전달 단백질의 활성이 특이적으로 증가되어 있음을 동정하였다. 이는 편도체에

서의 IPMK 효소에 의한 p85 S6K1 단백질의 정교한 활성조절이 공포기억의 소거의 중요한 현상임을 강력하게 시사함.

○ IPMK 효소 기반 이노시톨 생합성 대사분야에서의 mTOR 및 공포기억의 조절을 매개하는 새로운 핵심인자의 발견을 의미하며 이는 해

당분야에 최초의 혁신적 연구 성과임.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F=9.58; Google Scholar 2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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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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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Tae-Sun Lee, Joo-Young Lee, Jae Won Kyung, Yoosoo Yang, Seung Ju Park, Seulgi Lee,

Igor Pavlovic, Byoungjae Kong, Yong Seok Jho, Henning J. Jessen, Dae-Hyuk Kweon,

Yeon-Kyun Shin, Sung Hyun Kim, Tae-Young Yoon, and Seyun Kim

Inositol pyrophosphates inhibit synaptotagmin-dependent exocytosi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3(29), 8314-8319

2016

10.1073/pnas.1521600113

▣ 이노지톨 대사체에 의한 신경전달 물질 분비 조절 연구

○ 이노시톨 대사체(5-IP7)는 파이로인산기를 포함하는 대사체임. 본 연구는 5-IP7의 인위적인 증가를 통하여 신경세포 및 PC12세포의

신경전달물질 분비의 억제를 관찰하였고 또한 IP6K1 유전자 knockdown을 수행하여 해마신경세포에서의 액션포텐셜-유도성 synaptic

vesicle exocytosis의 증가효과를 관찰함.

○ FRET 이미징 연구를 통하여 5-IP7에 의한 강력한 소포체 융합저해효과를 검출하였으며 이는 기전적으로 5-IP7과 칼슘 센서 단백질

인 synaptotagmin 1과의 직접적인 대사체-단백질 결합에 의하여 매개됨을 규명함.

○ 5-IP7 대사체는 소포체 융합반응의 핵심물질인 synaptotagmin 1에 직접 결합하여 그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칼슘에 의한

synaptotagmin 1-의존적 synaptic vesicle fusion을 조절함을 규명하는 세계 최초의 혁신적 성과임.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F=9.58; Google Scholar 17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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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Woosuk Chung, Su Yeon Choi, Eunee Lee, Haram Park, Jaeseung Kang, Hanwool Park,

Yeonsoo Choi, Dongsoo Lee, Sae-Geun Park, Ryunhee Kim, Yi Sul Cho, Jeonghoon Choi,

Myoung-Hwan Kim, Jong Won Lee, Seungjoon Lee, Issac Rhim, Min Whan Jung, Daesoo Kim,

Yong Chul Bae & Eunjoon Kim

Social Deficits in IRSp5Mutant Mice Improved by NMDAR and mGluR5 Suppression

NATURE NEUROSCIENCE

18(3), 435-443

2015

10.1038/nn.3927

▣ IRSp53 시냅스 단백질의 흥분성 글루탐산 수용체 기능 조절 연구

○ IRSp53 단백질은 흥분성 후시냅스에서 존재하는 핵심단백질로 자폐증 환자에서 IRSp53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됨.

○ IRSp53 유전자 결손 생쥐는 사회성이 결여되고, 해마에서 흥분성 NMDA 수용체의 기능이 증가함. 이 생쥐에 NMDA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자 사회성 결핍이 개선됨.

○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 영역으로는 뇌의 내측 전전두엽 피질(mPFC)이 중요한데, NMDA 수용체 억제제를 투여한 IRSp53 결손 생쥐에서

mPFC의 신경 발화가 정상화됨.

○ NMDA 수용체의 기능이 부족할 때 사회성 결여가 나타난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이번 연구결과와 종합하면, NMDA 수용체의 기능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사회성이 결여되며, 사회성 회복을 위하여 NMDA 수용체의 기능을 정상 범위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함

.

 (NATURE NEUROSCIENCE, IF=21.126; Google Scholar 95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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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l Jang, Daeyoung Oh, Yeunkum Lee, Eric Hosy, Hyewon Shin, Christoph van Riesen,

Daniel Whitcomb, Julia M Warburton, Jihoon Jo, Doyoun Kim, Sun Gyun Kim, Seung Min

Um, Seok-kyu Kwon, Myoung-Hwan Kim, Junyeop Daniel Roh, Jooyeon Woo, Heejung Jun,

Dongmin Lee, Won Mah, Hyun Kim, Bong-Kiun Kaang, Kwangwook Cho, Jeong-Seop Rhee,

Daniel Choquet & Eunjoon Kim

Synaptic Adhesion Molecule IgSF1Regulates Synaptic Transmission and Plasticity

NATURE NEUROSCIENCE

19(1), 84-93

2016

10.1038/nn.4176

▣ IgSF11 시냅스 단백질의 시냅스 가소성 조절연구

○ 시냅스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사이에 신경전달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시냅스 기능이 뇌 신경회로를 만들어 정신작용을 가능하게 함.

시냅스 세포 접착 단백질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하거나 신호전달에 참여하여 시냅스의 형성과 기능을 조절함.

○ 세포 접착 단백질인 IgSF11이 후시냅스 막에 있는 글루탐산 수용체 중 하나인 AMPA 수용체와 시스 결합하며, IgSF11과 AMPA 수용체

는 후시냅스의 핵심단백질인 PSD-95와 세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함. 이 과정에서 AMPA 수용체가 안정화되고, AMPA 수용체를 통한 시냅

스 신경전달이 증가함.

○ 이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냅스 조절 원리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뇌 질환 연구 및 뇌 기능 이해

에도 도움이 될 것임.

(NATURE NEUROSCIENCE, IF=21.126; Google Scholar 19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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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jin Jung, Haram Park, Yeonsoo Choi, Hyojin Kang, Eunee Lee, Hanseul Kweon,

Junyeop Daniel Roh, Jacob Ellegood, Woochul Choi, Jaeseung Kang, Issac Rhim, Su-Yeon

Choi, Mihyun Bae, Sun-Gyun Kim, Jiseok Lee, Changuk Chung, Taesun Yoo, Hanwool Park,

Yangsik Kim, Seungmin Ha, Seung Min Um, Seojung Mo, Yonghan Kwon, Won Mah, Yong Chul

Bae, Hyun Kim, Jason P Lerch, Se-Bum Paik & Eunjoon Kim

Sexually Dimorphic Behavior, Neuronal Activity, and Gene Expression in Chd8-mutant

Mice

NATURE NEUROSCIENCE

21(9), 1218-1228

2018

10.1038/s41593-018-0208-z

▣ Cdh8 단백질의 여성 자폐연관성 연구

○ 자폐증은 사회성 결핍과 반복행동 등을 동반하는 뇌발달장애임. 본 연구에서는 자폐증 환자에서 발견되는 CHD8 유전자 돌연변이가

도입된 생쥐를 이용하여 여성의 자폐증 발병률이 더 낮은 원인을 밝혀냄.

○ CHD8 돌연변이 수컷 생쥐에선 전사체들의 변화가 흥분성 뉴런과 억제성 뉴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려 자폐증과

유사한 행동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됨.

○ 반대로 암컷에서는 CHD8 돌연변이에 대응해 특이적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하고, 흥분성-억제성 뉴런 균형 시스템이 지켜져 정상적

행동이 나타남을 확인함.

○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도 성별에 따라 행동, 신경활성, 유전자 발현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준

것임. 이처럼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특이적인 분자 대응은 자페증 치료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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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e Ahn, Jin Gyeong Lee, Chuevin Chin, Suna In, Aerin Yang, Hee-Sung Park, Jaehoon

Kim & Jeong Hyeon Park

MSKfunctions as a transcriptional coactivator of p5in the regulation of p2gene

expression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50(10), 132

2018

10.1038/s12276-018-0160-8

▣ MSK1 kinase 의 P53 신호전달 조절연구

○ MSK1 kinase가 세포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21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인 분자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았음.

○ 본 연구에서는 순수 정제한 단백질을 이용한 in vitro 분석들을 이용하여 MSK1이 p53과의 직접적인 결합을 통해 p21 유전자 프로모

터에 결합하고, 히스톤 H3S10과 H3S28의 인산화를 일으켜 p21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을 증명하였음.

○ 또한 phosphomimetic mutant를 이용한 in vitro 크로마틴 인산화 분석과 유전자 발현 분석을 통해 MAPK kinase에 의한 MSK1 내

hydrophobic motif의 인산화가 MSK1의 N-terminal 부위 인산화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MSK1이 히스톤 H3를 인산화 시킬 수 있는

kinase로 작동하고 p21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을 증명하였음.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IF=4.743; Google Scholar 1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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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cheol Jeon, Robert K McGinty, Tom W Muir, Jung-Ae Kim, Jaehoon Kim

Crosstalk Among SetComplex Subunits Involved in H2B Ubiquitylation-Dependent

H3KMethylation

NUCLEIC ACIDS RESEARCH

46(21), 11129-11143

2018

10.1093/nar/gky920

▣ Set1 complex 의 히스톤 메틸화 조절연구

○ 히스톤 H3K4 메틸화는 활성전사의 표식자로서 유전자 발현 및 후성유전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히스톤 변형임.

○ Yeast의 경우 뉴클레오솜에 히스톤 H2B 유비퀴틴화가 존재할 때만 히스톤 H3K4 메틸화가 일어나지만 그 분자 기전은 아직까지 명확

하게 밝혀지지 않았음.

○ 본 연구에서는 8개의 구성인자로 이루어진 H3K4 메틸화 효소 Set1 complex를 순수 정제하여 각 구성인자의 결합 관계를 밝히고 H2B

유비퀴틴화의 존재 유무에 따른 Set1 complex의 H3K4 메틸화 활성을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H2B 유비퀴틴화가 Set1 complex의 conformational change를 유도하여 H3K4 메틸화 활성을 가진 효소로 작용함을 증명하

였음.

(NUCLEIC ACIDS RESEARCH, IF=11.147; Google Scholar 6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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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10976

371

단백

질생

화학

저널

논문

Suna In, Yong-In Kim, J Eugene Lee, Jaehoon Kim

RNF20/40-mediated eEF1BδL Monoubiquitylation Stimulates Transcription of Heat

Shock-Responsive Genes

NUCLEIC ACIDS RESEARCH

47(6), 2840-2855

2019

10.1093/nar/gkz006

▣ RNF20/40 의 열에 의한 전사 조절 연구

○ 본 연구에서는 eEF1BδL 열충격 전사인자를 RNF20/40의 새로운 결합단백질로 동정함. In vitro 와 in vivo ubiquitylation assay를

통해 RNF20/40는 RAD6를 E2 ubiqutin conjugating enzyme로 이용하여 eEF1BδL lysine 381을 mono-ubiquitylation 시킴을 증명함.

○ 유비퀴틴화된 eEF1BδL은 HSPA6, DNAJB1, CRYAB 등의 열충격 반응 유전자의 프로모터와 더욱 강하게 결합할 뿐만 아니라 p-TEFb 전

사연장인자를 recruitment를 유도하여 이들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킴을 증명함.

○ 또한 eEF1BδL, RNF20/40, HSF1 단백질 간의 cooperative interaction이 열충격 반응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킴을 증명함. 이 연구

를 통해 eEF1BδL을 RNF20/40의 새로운 유비퀴틴화 표적 단백질로 동정하고, eEF1BδL 유비퀴틴화에 의한 열충격 반응 유전자의 발현

조절 분자 기전을 제시함.

(NUCLEIC ACIDS RESEARCH, IF=11.147; Google Scholar 2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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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김진우
10161

893

신경

계발

생

저널

논문

Taejeong Ha, Kyeong Hwan Moon, Le Dai, Jun Hatakeyama, Keejung Yoon, Hee-Sae Park,

Young-Yoon Kong, Kenji Shimamura, Jin Woo Kim

The Retinal Pigment Epithelium Is a Notch Signaling Niche in the Mouse Retina

CELL REPORTS

19(2), 351-363

2017

10.1016/j.celrep.2017.03.040

▣ 망막신경의 발달을 조절하는 Notch 신호전달 연구

○ 신경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신경전구세포는 분열 후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하는 동시에 그 자신도 유지하는 ‘비대칭적 신경

생성’을 하며 이 과정은 Notch 신호에 의해 매개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자세한 기작은 규명되지 않았음.

○ 본 연구는 ‘비대칭적 신경 생성’ 과정에 신경조직과 상호작용하는 주변조직에서 제공되는 Notch 신호가 관여한다는 것을 생쥐 망

막을 이용하여 밝혀냄.

○ 이 발견은 망막색소상피세포가 단순히 망막조직을 감싸는 구조체가 아니라, 망막 신경전구세포에 Notch 신호를 유발함으로써 망막

신경발달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함.

○ 이 발견은 다른 신경조직의 발달에도 주변 지지세포층이 Notch 활성 조절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따라서 신경 발달

이상 질환이 신경 조직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경조직과 인접한 비신경조직의 이상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

시함.

(CELL REPORTS, IF=7.815; Google Scholar 10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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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10161

893

신경

계발

생

저널

논문

Ji-Heon Choi, Hong Seok Jo, Soyeon Lim, Hyoung-Tai Kim, Kang Woo Lee, Kyeong Hwan

Moon, Taejeong Ha, Sang Soo Kwak, Yeha Kim, Eun Jung Lee, Cheol O. Joe & Jin Woo Kim

mTORCAccelerates Retinal Development via the Immunoproteasome

NATURE COMMUNICATIONS

9(1), 2502

2018

10.1038/s41467-018-04774-9

▣ 망막신경의 발달을 조절하는 mTORC1 신호전달 연구

○ 신경 발달 과정 중 망막 신경 생성 속도를 조절하는 원리를 찾고자 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촉진하는 mTORC1 pathway의 역할을 망막

신경전구세포에서 과도하게 증가시킨 생쥐 모델을 제작함.

○ 해당 생쥐 망막에서 신경전구세포의 세포 주기가 빨라진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mTORC1에 의해 유도되는 immunoproteasome 발현의

증가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임을 증명함.

○ mTORC1의 과도한 활성화가 다양한 신경계 조직의 과성장과 신경세포 시냅스 구조 불안정화를 유발하여 질환을 유발하는 점에서

immunoproteasome 억제제를 이들 질환 치료제로 개발할 가능성을 제시함.

(NATURE COMMUNICATIONS, IF=11.878; Google Scholar 9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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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김진우
10161

893

신경

계발

생

저널

논문

Kyeong Hwan Moon, Hyoung-Tai Kim, Dahye Lee, Mahesh B. Rao, Edward M. Levine, Dae-

Sik Lim, Jin Woo Kim

Differential Expression of NFin Neuroepithelial Compartments Is Necessary for

Mammalian Eye Development

DEVELOPMENTAL CELL

44(1), 13-28

2018

10.1016/j.devcel.2017.11.011

▣ 포유류 눈 발달을 조절하는 NF2 유전자 발현 조절 연구

○ 눈을 구성하는 신경 조직들인 망막, 망막색소상피세포층, 섬모체는 하나로 연결된 신경조직 영역이 다른 속도로 성장하며 만들어지

는 특징이 있음.

○ 이 논문은 종양 억제 인자로 잘 알려진 NF2(neurofibromin2) 유전자가 성장이 느린 섬모체와 망막색소상피세포 영역에서 많이 발현

되는 반면, 성장이 빠른 망막에서는 발현이 낮은 것을 발견하고, 이 NF2의 기능과 안구 조직별 성장 차이의 연관성을 증명함.

○ 조직의 성장을 조절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히포신호전달계에 의해 조절되는 세포 분열 촉진 인자인 Yap/Taz가 Nf2가 사라진 시신경

조직 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조직 과성장을 유도함을 증명함.

○ 이를 통해 Nf2가 시신경 구획의 세포분열 속도를 조절하는 미세 스위치라는 사실을 제시함. 이 연구를 통해 신체 기관들이 특징적

인 모양을 유지하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NF2처럼 각 영역에 다르게 분포하는 히포신호전달계 조절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됨.

(DEVELOPMENTAL CELL, IF=9.190; Google Scholar 8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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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혁
10192

499

분자

면역

저널

논문

Min Soo Kim, Jennifer S. Y. Ma, Hwayoung Yun, Yu Cao, Ji Young Kim, Victor Chi,

Danling Wang, Ashley Woods, Lance Sherwood, Dawna Caballero, Jose Gonzalez, Peter G.

Schultz, Travis S. Young and Chan Hyuk Kim

Redirection of genetically engineered CAR-T cells using bifunctional small molecules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137(8), 2832-5

2015

10.1021/jacs.5b00106

▣ 소분자 세포를 통한 유전자 조작 CAR-T 세포 제작

○ 키메라항원 수용체 T 세포는 기존 항암 치료에 불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매우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며 차세대

항암제로 인정받고 있음.

○ 그러나 살아있는 세포를 치료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안전성이나 독성의 문제는 앞으로 이 분야가 극복해야할 중요한 문제점임

.

○ 본 연구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 T 세포와 함께 소분자 물질을 사용하여 항원 특이성 및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치료제의 활용범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최초로 보인 중요한 학무적 기술적 가치가 있음.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IF=14.695; Google Scholar 64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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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혁
10192

499

분자

면역

저널

논문

David T. Rodgers, Magdalena Mazagova, Eric N. Hampton, Yu Cao, Nitya S. Ramadoss,

Ian R. Hardy, Andrew Schulman, Juanjuan Du, Feng Wang, Oded Singer, Jennifer Ma,

Vanessa Nunez, Jiayin Shen, Ashley K. Woods, Timothy M. Wright, Peter G. Schultz,

Chan Hyuk Kim, and Travis S. Young

Switch-mediated activation and retargeting of CAR-T cells for B-cell malignanci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3(4), E459-68

2016

10.1073/pnas.1524155113

▣ 혈액암에 작용을 조절가능한 CAR-T 세포 제작

○ B 세포 항원인 CD19 항원을 표적하는 키메라 항원 T 세포는 말기 불응성 백혈병 환자에서 놀라운 치료효과를 보이며 2017년 최초로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최초의 면역세포치료제가 되었음.

○ 그러나 임상에서 CD19음성 환자의 재발이 ~30%에 달하는 것이 보고되면서 이러한 재발의 원인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펩타이드 에피토프를 항체 스위치 분자에 연결하여 발현함으로써 하나의 키메라항원 T 세포 치료제를 활용하여 다양

한 암 항원을 표적할 수 있음을 보인 최초의 연구임.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F=9.58; Google Scholar 190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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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김찬혁
10192

499

분자

면역

저널

논문

Jennifer S. Y. Ma, Ji Young Kim, Stephanie A. Kazane, Sei-hyun Choi, Hwa Young Yun,

Min Soo Kim, David T. Rodgers, Holly M. Pugh, Oded Singer, Sophie B. Sun, Bryan R.

Fonslow, James N. Kochenderfer, Timothy M. Wright, Peter G. Schultz, Travis S.

Young, Chan Hyuk Kim, and Yu Cao

Versatile strategy for controlling the specificity and activity of engineered T

cell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3(4), E450-8

2016

10.1073/pnas.1524193113

▣ T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전략연구

○ 키메라항원 T 세포 치료제는 우수한 항암효과를 보이며 차세대 항암 면역치료제로 부상하였며, 인공수용체인 키메라항원 수용체를

통해 T 세포가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이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소분자 햅틴을 항체의 여러 위치에 결합시킴으로써 T 세포와 표적 세포간의 거리를 다양하게 조절하였을 때, T 세포

의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계 최초로 규명함.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F=9.58; Google Scholar 129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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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김학성
10106

910

생물

화학

공학

저널

논문

Woosung Heu, Jung Min Choi, HyunHo Kyeong, Yoonjoo Choi, Hee Yeon Kim, HakSung Kim

Repeat Module-Based Rational Design of a Photoswitchable Protein for Light-Driven

Control of Biological Processes

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57(34), 10859-10863

2018

10.1002/anie.201803993

▣ 생물학적 기전을 조절하는 광 스위치 단백질 개발

○ 광 스위치 (photoswitchable) 단백질들은 빛에 의한 기능조절은 빠른 반응성과 특정 부위에서의 기능조절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매

우 효율적임. 그러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광스위치 단백질들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점과 특정 단백질에만 적용한 기술이

라는 한계점들을 보임.

○ 본 연구는 자연계에 다양한 서열로 존재하는 Leucine-rich repeat 구조를 갖는 모듈 형태의 단백질에 대해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

한 광스위치 단백질을 구조기반으로 설계하였음.

○ 빛에 의한 단백질은 결합력 변화를 바탕으로 세포 표면에 발현된 EGFR에 대한 결합을 통해 빛에 대한 반응으로 세포 신호전달을 조

절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본 연구 결과는 모듈 형태의 다양한 단백질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다양한 광 스위치 단백질의 레퍼

토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IF=12.257; Google Scholar 5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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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Soo Han, Hyun-Ho Kyeong, Jung Min Choi, Yoo-Kyoung Sohn, Jin-Ho Lee and Hak-

Sung Kim

Engineering of the Conformational Dynamics of an Enzyme for Relieving the Product

Inhibition

ACS CATALYSIS

6(12), 8440-8445.

2016

10.1021/acscatal.6b02793

▣ 구조적인 동역학 조절 기능이 향상된 재초함 효소 개발

○ 본 연구는 구조기반 합리적 설계와 컴퓨터를 이용한 MD simulations을 통해 다양한 방향족 화합물 대사 공정의 핵심 효소인

chorismate-pyruvate lyase (CPL) 효소의 생성물 억제를 해소하면서도 효소 활성 자체는 유지하는 효소를 성공적으로 개발함.

○ 효소의 생성물 억제 효과는 효소가 생성물과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생성물이 반응 이후에 잘 방출될

수 있도록 덮개 부분의 conformation을 조절하는 돌연변이를 도입.

○ 결과적으로 4개 돌연변이 중 두 개의 변이 효소가 생성물 억제가 8배 감소함. 두 형태의 효소를 이용하여 실제로 chorismate로부터

4-hydroxybenzoate의 생성을 확인한 결과 야생형에 비해 각각 2.6배와 3배 증대된 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함.

○ 본 연구는 효소 활성은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생성물 억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고 구조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효소

들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ACS CATALYSIS, IF=12.221; Google Scholar 18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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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ed Assembly of Nucleoprotein Nanoparticles Using DNA and Zinc Fingers for

Targeted Protein Delivery

SMALL

14(52), e1802618

2018

10.1002/smll.201802618

▣ 단백질 세포내 도입을 위한 나노전달체 개발

○ 본 연구는 DNA에 특이적인 Zinc finger 단백질을 이용하여 높은 modality를 가지면서도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결합하는 단백질 입

자를 제작함.

○ Zinc finger 단백질은 DNA의 특정 서열에 결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고 DNA는 합성을 통해 원하는 서열을 제작하는 것이 간편하므로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각각 38, 45, 42개의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실험적으로 증명함.

○ 이렇게 설계된 단백질 나노 입자는 한 분자당 높은 modality를 가지므로 표적 치료에 사용되었을 때 더 적은 양을 투여하게 되어

효과 대비 낮은 독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음.

○ 이를 확인하고자 암 동물모델에서 치료 효능 및 독성을 확인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높은 치료 효능과 낮은 독성을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함.

○ 본 연구는 다양한 단백질을 특정 세포 내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다양

한 단백질에 적용 가능한 기반기술이라는 점에서 범용성이 높음.

(SMALL, IF=10.856; Google Scholar 3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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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ca Dus, Jason Sih-Yu Lai, Keith M Gunapala, Soohong Min, Timothy D Tayler, 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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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Sensor in the Brain Directs the Action of the Brain-Gut Axis in Drosophila

NEURON

87(1), 139-151

2015

10.1016/j.neuron.2015.05.032

▣ 칼로리 감지 신경의 발견

○ 동물들은 맛의 영향 없이 영양당을 감지하고 소비할 수 있음. 그러나 맛에 구애받지 않는 영양감지센서의 정체성과 동물들이 설탕

의 영양가치에 반응하는 메커니즘은 불분명함.

○ 본 연구에서는 포유류 코티코트로핀 방출 호르몬(CRH)의 호몰로그인 이뇨 호르몬 44(DH44)를 생성하는 초파리 뇌에 있는 6개의 신

경 분비 세포가 영양 당에 의해 특별히 활성화됨을 규명함.

○ 이들 뉴런의 활동이나 Dh44의 발현이 교란된 파리는 영양당을 선택하지 못했음. DH44 수용체의 기능 조작도 비슷한 영향을 미쳤음.

○ 특히 DH44 수용체 뉴런의 인위적 활성화는 프로보시스 확장과 배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함. 반대로, DH44 활동량이 감

소하면 배설량이 감소함.

○ 이러한 작용들은 함께 영양식품의 섭취와 소화를 촉진함. 이 결과들은 DH44 시스템이 양성 피드백 루프를 통해 영양당 검출과 소비

를 지시하는 역할이 있음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NEURON, IF=14.403; Google Scholar 90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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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han Abu, Justin G Wang, Yangkyun Oh, Jingjing Deng, Thomas A Neubert, Greg S B

Suh

Communicating the Nutritional Value of Sugar in Drosophil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5(12), E2829-E2838

2018

10.1073/pnas.1719827115

▣ 당의 칼로리를 식별하는 기전 연구

○ 당분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돌연변이 초파리를 발견함. 야생형(WT) 파리가 있는 곳에서 이 돌연변이 파리들은 영양가 당분 선호도

가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줌.

○ 굶주린 WT파리의 실시간 기록은 이 파리들이 영양당을 섭취한 후 내장의 끝에서 한 방울을 배출하지만 비영양당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냄.

○ 또한 상관 분석과 약리학적 접근방식을 통해 소비된 설탕의 맛보다는 영양적 가치가 발표된 CIF의 양(또는 강도)과 강한 상관관계

가 있음을 규명함. 이 끌어당기는 신호의 방출이 특히 영양당 및 l-enantomer 필수 아미노산(l-eAAs)을 섭취해야 하지만 파리가 비영

양당, 부자연스러운 d-enantomer 필수 아미노산(d-eAAs), 지방산, 알코올 또는 염분을 공급받을 때 무시하게 방출된다고 보았음.

○ 결론적으로 CIF (i)는 후각계에 의해 검출되지 않으며, (ii)는 파리의 성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iiii)는 초파리 한 종에만 국

한되지 않음을 규명함.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F=9.58; Google Scholar 5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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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eun Kim, Seongju Lee, Yi-Ya Fang, Anna Shin, Seahyung Park, Koichi Hashi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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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biphasic CRF neuronal responses encode positive and negative valence

NATURE NEUROSCIENCE

22(4), 576-585

2019

10.1038/s41593-019-0342-2

▣ 감정을 판단하는 시상하부 CRH 신경의 발견

○ 시상하부의 심실핵(PVN)에서 방출되는 코르티코트로핀-편안 인자(CRF)는 시상하부-심실-심실-아드레날린 축을 활성화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중재하는 데 필수적임.

○ CRF 방출 PVN 뉴런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전달하는 여러 뇌 영역으로부터 입력을 받지만 행동의 시간 척도에 대한 뉴런 역학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여기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생쥐에서 PVN CRF 뉴런 활동을 기록한 결과 CRF 뉴런은 다양한 혐오 자극에 의해 즉시 활성화된다는 것

이 밝혀짐. 이와는 대조적으로, 식욕 자극에 노출된 지 1초 이내에 CRF 뉴런 활동이 감소하기 시작함.

○ PVN CRF 뉴런의 광유전학 활성화 또는 억제는 각각 조건부 장소 혐오 또는 선호도를 유도하기에 충분함. 또한 PVN CRF 뉴런 활동을

조작하여 자연 자극에 의해 유도되는 조건부 장소 혐오나 선호도를 현저히 감소시킴.

○ 이 연구 결과는 PVN CRF 뉴런의 빠르고 양방향 반응이 자극의 양방향 발산을 인코딩한다는 것을 규명함.

(NATURE NEUROSCIENCE, IF=21.126; Google Scholar 21회 인용)

159 / 802



연번

참여교

수명

연구

자

등록

번호

이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간호/ 보

건/ 체육/

기타 분야

에 한함)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37

손종우
10202

655

신경

세포

저널

논문

Jong-Woo Sohn, Youjin Oh, Ki Woo Kim, Syann Lee, Kevin W Williams, Joel K Elmquist

Leptin and Insulin Engage Specific PI3K Subunits in Hypothalamic SFNeurons

MOLECULAR METABOLISM

5(8), 669-679

2016

10.1016/j.molmet.2016.06.004

▣ 식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 SF1 신경의 생리학적 연구

○ 식욕과 대사를 조절하는 렙틴(leptin)과 인슐린(insulin)의 작용은 상당 부분 중추신경계를 통해 나타남.

○ 이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시상하부 복내측핵(VMH) SF1 뉴런을 통한 렙틴과 인슐린 작용의 체중 조절 효과는 상

반되게 나타나는 현상은 설명하기가 어려웠음.

○ 본 연구에서 렙틴과 인슐린의 작용이 서로 다른 집단의 SF1 뉴런에서 서로 다른 PI3K의 아형을 통해 나타남을 규명하여 관찰된 현

상 설명할 수 있는 세포 기전을 제시하였음.

○ 이를 통해 렙틴과 인슐린의 시상 하부 작용 기전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식욕 및 대사 조절 전략을 수

립할 수 있게 되었음.

(MOLECULAR METABOLISM, IF=6.181; Google Scholar 20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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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imulation of AMPA and Metabotropic Glutamate Receptors Underlies Phospholipase C

Activation by Glutamate in Hippocampus

JOURNAL OF NEUROSCIENCE

35(16), 6401-6412

2015

10.1523/JNEUROSCI.4208-14.2015

▣ PLC 를 활성화 시키는 흥분성 글루탐산 수용체 기전 연구

○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작용을 매개하는 세포막 수용체 중 제5형 대사성글루타메이트 수용체(metabotropic

glutamate receptor 5, mGluR5)는 phospholipase C (PLC)를 활성화시켜 그 작용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mGluR5의 작용에 PLC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어 있어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흰쥐 해마 CA1 뉴런에서 mGluR5 자극에 의해 PLC가 활성화되려면 AMPA 수용체가 동시에 자극되어 L 형 칼슘 통로를

통하여 칼슘이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 현상이 Schaffer collateral-CA1 시냅스에서의 mGluR-

LTD에 중요한 기전임을 확인하였음.

○ 즉, PLC가 활성화되는 과정에 mGluR5 자극 이외에도 외부에서 칼슘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신경과학의 새로운 지식

을 제공하였음.

(JOURNAL OF NEUROSCIENCE, IF=6.074; Google Scholar 17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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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Gao, Ting Yao, Zhuo Deng, Jong-Woo Sohn, Jia Sun, Yiru Huang, Xingxing Kong,

Kai-Jiang Yu, Rui-Tao Wang, Hong Chen, Hongbo Guo, Jianqun Yan, Kathryn A

Cunningham, Yongsheng Chang, Tiemin Liu, Kevin W Williams

TrpC5 mediates acute leptin and serotonin effects via Pomc neurons

CELL REPORTS

18(3), 583-592

2017

10.1016/j.celrep.2016.12.072

▣ 세로토닌과 렙틴의 식욕 및 대사조절 연구

○ 세로토닌과 렙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식욕과 대사를 조절하는 주요한 물질임. 본 연구자는 세로토닌과 렙틴이 시상하부의 뉴

런 안에서 어떻게 뉴런 흥분성을 조절하여 그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신호전달기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세로토닌 2C 수용체(serotonin 2C receptor)와 렙틴 수용체(leptin receptor)는 공통된 신호전달분자인 TrpC5 이온

통를 통하여 시상하부 활꼴핵의 POMC 뉴런 흥분성을 증가시키며, 이것이 세로토닌과 렙틴에 의한 식욕 억제 효과의 주요 기전임을 확

인하였음.

○ 이 연구 결과는 세로토닌과 렙틴의 작용을 모방하는 새로운 식욕 억제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과학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함.

(CELL REPORTS, IF=7.815; Google Scholar 32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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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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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l Cho, Juwon Jang, Yujin Kang, Hiroki Watanabe, Takayuki Uchihashi, Seung Joong

Kim, Koichi Kato, Ja Yil Lee, & Ji-Joon Song

Structural Basis of Nucleosome Assembly by the AboAAA+ ATPase Histone Chaperone

NATURE COMMUNICATIONS

10, 5764

2019

10.1038/s41467-019-13743-9

▣ 히스톤 샤페론 구조와 기능 연구

○ 본 논문은 새로운 유형의 히스톤 샤페론 분자 구조와 기능을 최초로 밝힘으로써, 생명과학 후성 유전학 분야에서 새로운 유전자 조

절 기작을 제시하는 학문적 의의를 가짐. 

○ 연구팀은 먼저 단백질과 같은 생체분자를 자연적인 상태대로 볼 수 있는 초저온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Abo1 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하

고, Abo1이 ATP를 ADP로 분해하며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나선형(spiral) 구조에서 고리(planar ring) 구조로 변형 되는 것을 알

아냈음. 나아가 생체분자의 표면을 그려내는 고속원자힘현미경(AFM)을 이용해 Abo1의 구조 변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여, 고리 구

조 중앙에 히스톤이 결합하며, 이 결합이 Abo1이 히스톤을 DNA에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함.

○ 본 연구는 초저온 전자현미경 등 첨단 생물리학적 기법을 통해 암 등의 질환과 관련된 히스톤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와 작용기전을

밝힌 것으로, 해당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신약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NATURE COMMUNICATIONS, IF=11.878; Google Scholar 5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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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min Jang, Chanshin Kang, Han-Sol Yang, Taeyang Jung, Hans Hebert, Ka Young

Chung, Seung Joong Kim, Sungchul Hohng and Ji-Joon Song

Structural basis of recognition and destabilization of the histone H2B ubiquitinated

nucleosome by the DOT1L histone HLys79 methyltransferase

GENES & DEVELOPMENT

33(11-12), 620-625

2019

10.1101/gad.323790.118

▣ DOT1 구조와 히스톤 조절 연구

○ 위 연구 논문에서 구조를 규명한 DOT1L은 인간 세포에서 히스톤 79번 라이신을 메틸화시킨다고 알려진 유일한 효소이자 대사조절,

발달에 깊게 관여하는 조절 단백질이며, 최근에는 MLL 연관 백혈병을 유발하는 인자로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단백질임.

○ 연구자들은 DOT1L이 어떻게 인간 유전체를 인식하고 변형하는지 규명하여 백혈병 치료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옴.

○ 본 연구팀은 DOT1L이 기질로 삼는 유전체인 H2B 유비퀴틴화 뉴클레오좀을 정제하고, 여기에 DOT1L을 부착시킨 복합체를 정제함. 그

리고 최신 기술인 초저온 전자현미경 (cryo-EM) 기술을 도입하여 DOT1L-H2B 유비퀴틴화 뉴클레오좀 복합체의 구조를 규명, DOT1L이 어

떻게 뉴클레오좀를 인식하고 메틸화를 유발하는지 밝혀냄. 또한,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던 DOT1L의 유전체 불안정화 기능을 최초로 발

견해 보고함.

○ 위 논문은 의학, 약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은 DOT1L 복합체의 구조를 밝힌 최초의 논문으로서 백혈병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GENES & DEVELOPMENT, IF=8.99; Google Scholar 11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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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jeong Kim, Liyana Azmi, Seongmin Jang, Taeyang Jung, Hans Hebert, Andrew J. Roe,

Olwyn Byron & Ji-Joon Song

Aldehyde-alcohol dehydrogenase forms a high-order spirosome architecture critical

for its activity

NATURE COMMUNICATIONS

10, 4527

2019

10.1038/s41467-019-12427-8

▣ 알데히드-알코올 탈수소 효소 구조연구

○ 박테리아에 널리 보존되어있는 알데히드-알코올 탈수소효소(AdhE)는 혐기성 환경에서 발효과정을 유지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음. 뿐

만 아니라 알데히드-알코올 탈수소 효소는 병원성 대장균의 독성과 바이오 연료 산업에서 에탄올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학 및 산업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큼.

○ 본 연구팀은 초저온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얻은 데이터로부터 단분자분석(Single Particle Anlaysis; SPA)과 나선형 분석(Helical

processing)을 실시하여 3.5Å 해상도의 알데히드-알코올 탈수소효소의 구조를 규명하고 다량체 구조를 모델링 함. 이를 통해 다량체의

형성 원리와 기능적 함의에 대해 알 수 있었음.

○ 알데히드-알코올 탈수소효소의 효소반응에 중요한 보조인자를 처리해주면 다량체의 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함. 고해상

도의 단백질 구조를 바탕으로 다량체를 형성하지 않는 돌연변이를 만들어 효소활성을 시험함. 그 결과 알데히드-알코올 탈수소효소의

반응이 다량체 형성에 매우 의존적임을 밝힘.

(NATURE COMMUNICATIONS, IF=11.878; Google Scholar 2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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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Jeong Kwak, J. Dongun Kim, Hyunmin Kim, Cheolhee Kim, James W. Bowman, Seonghoon

Kim, Keehyoung Joo, Jooyoung Lee, Kyeong Sik Jin, Yeon-Gil Kim, Nam Ki Lee, Jae U.

Jung & Byung-Ha Oh

Architecture of the Type IV Coupling Protein Complex of Legionella Pneumophila

NATURE MICROBIOLOGY

2, 17114

2017

10.1038/nmicrobiol.2017.114

▣ 박테리아 T4CP 단백질 복합체 구조연구

○ 많은 박테리아는 자신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Type IV 분비 시스템을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effector 단백질을 숙주로 이전시킴.

○ Type IV coupling protein (T4CP) complex는 effector 단백질을 인지하고 분비 도관에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

려져 있으나 어떻게 300개에 달하는 effector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는지 그 분자 기작은 수수께끼임.

○ 5 subunit로 이루어진 T4CP subcomplex의 결정 구조를 규명하고, T4CP holocomplex의 전체 구조를 모델링하였으며, LvgA subunit가

effector recognition을 담당한다는 것을 밝힘.

○ 구조기반 분자설계 방법으로 T4CP complex에 강하게 결합하는 물질을 창출하는 항생제 개발 연구가 가능해짐.

(NATURE MICROBIOLOGY, IF=14.300; Google Scholar 30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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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h Kang, Ho-Chul Shin, Alexandra-Styliani Kalantzi, Christopher P. Toseland,

Hyun-Min Kim, Stephan Gruber, Matteo Dal Peraro, Byung-Ha Oh

Crystal Structure of Hop2-Mndand Mechanistic Insights Into Its Role in Meiotic

Recombination

NUCLEIC ACIDS RESEARCH

43(7), 3841-56

2015

10.1093/nar/gkv172

▣ Hop2-Mnd1 단백질 구조와 감수분열 조절 기전연구

○ 감수분열과정 중에 유전정보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작의 하나로 상동염색체 사이에 homologous DNA recombination이 일어

남.

○ 비록 여기에 관여하는 여러 단백질들이 발견되었으나 그 분자 기작은 아직도 불가사의함. Hop2-Mnd1은 그 중의 한 단백질 인자이며

이것이 결여되면 DNA recombination의 fiedelity가 떨어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음.

○ 우리는 이 단백질 복합체의 구조를 규명하였으며 여러 생화학적 계산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분자 기작을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다른 인자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알게 되면 homologous DNA recombination의 상세한 분자적 기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작점을

제공한 것임.

○ Nucleic Acid Research Journal의 Break-through paper로 그리고 표지 논문으로 선정됨.

(NUCLEIC ACIDS RESEARCH, IF=11.147; Google Scholar 27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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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nd-Diebold, Yeon-Gil Kim, Ho Min Kim, Nam Ki Lee, Mamoru Sato, Byung-Ha Oh,

Stephan Gruber

Molecular Basis for SMC Rod Formation and Its Dissolution Upon DNA Binding

MOLECULAR CELL

57(2), 290-303

2015

10.1016/j.molcel.2014.11.023

▣ SMC-ScpAB 복합체의 구조와 DNA 결합 기전 연구

○ 염색체는 세포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두 개의 동일한 copy로 복제되며 세포분열이 끝나면 두 개의 딸 세포가 복제된 염색체 DNA를

각각 하나씩 나누어져 갖게 됨.

○ 하지만, 어떻게 막대하게 긴 DNA 분자가 세포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복제가 일어나고 분열된 두 개의 딸 세포로 정확하게

나뉘어지는가는 생명과학의 난제임.

○ 자연계에는 염색체의 응축/분리를 담당하는 Condensin complex라고 하는 단백질 복합체가 총 3종이 존재함. 이 연구에서 원핵세포

에 있는 Smc-ScpAB condensin의 전체 구조를 규명하고 진핵세포 condensin의 구조 일부를 규명함으로서 이 단백질 복합체가 거대한 막

대 모양의 닫힌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알아냄.

○ 이 결과로서 condensin이 거대 고리 모양을 취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수정하였으며, 특히 ATP와 DNA가 condensin에 결합하면 닫힌

구조가 열린다는 분자적 기작을 밝혔고 이는 Cornelia de Lange syndrome이란 유전질병의 분자적 결함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함

.

(MOLECULAR CELL, IF=14.548; Google Scholar 90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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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Jun Yoon, Guang Song, Xuyu Qian, Jianbo Pan, Dan Xu, Hee-Sool Rho, Nam-Shik Kim,

Christa Habela, Lily Zheng, Fadi Jacob, Feiran Zhang, Emily M. Lee, Wei-Kai Huang,

Francisca Rojas Ringeling, Caroline Vissers, Cui Li, Ling Yuan, Koeun Kang, Sunghan

Kim, Junghoon Yeo, Yichen Cheng, Sheng Liu, Zhexing Wen, Cheng-Feng Qin, Qingfeng

Wu, Kimberly M. Christian, Hengli Tang, Peng Jin, Zhiheng Xu, Jiang Qian, Heng Zhu,

Hongjun Song, Guo-li Ming

Zika-Virus-Encoded NS2A Disrupts Mammalian Cortical Neurogenesis by Degrading

Adherens Junction Proteins

CELL STEM CELL

21(3), 349-358

2017

10.1016/j.stem.2017.07.014

▣ 지카 바이러스의 소두증 유발 기전 연구

○ Zika virus는 신경줄기세포를 감염시켜 세포 증식을 방해함으로써 소두증을 일으킴. 하지만 Zika virus의 단백질들이 host 신경줄

기세포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어 신경발달에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음.

○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Zika virus가 만들어내는 단백질들을 생쥐 배아의 대뇌에 발현시켜서 신경줄기세포의 성질에 가져오는 변화

를 스크리닝 함.

○ 그 결과, Zika virus가 만드는 NS2A라고 하는 단백질이 세포증식과 분화에 이상을 가져왔고, 이러한 현상이 adherens junction을

구성하는 단백질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힘.

○ 이 연구는 Zika virus가 소두증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자 기작을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두증 유발에 중요한 인자를 찾아냄으로써 향후 Zika virus에 의한 소두증 치료에 중요한 단서를 제시함.

(CELL STEM CELL, IF=21.464; Google Scholar 77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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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Jun Yoon, Francisca Rojas Ringeling, Caroline Vissers, Fadi Jacob, Michael

Pokrass, Dennisse Jimenez-Cyrus, Yijing Su, Nam-Shik Kim, Yunhua Zhu, Lily Zheng,

Sunghan Kim, Xinyuan Wang, Louis C Doré, Peng Jin , Sergi Regot, Xiaoxi Zhuang,

Stefan Canzar, Chuan He, Guo-Li Ming, Hongjun Song

Temporal Control of Mammalian Cortical Neurogenesis by M A Methylation

CELL

171(4), 877-889

2017

10.1016/j.cell.2017.09.003

▣ RNA 메틸화에 의한 포유류 피질 신경 발생연구

○ m6A RNA 메틸공유변형은 RNA에 일어나는 공유변형들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신경계에서의 기능은 전혀 연구되어 있지 않았음.

○ 정상 생쥐와 Mettl14 유전자 결손 생쥐의 대뇌의 전사체를 RNA-seq으로 분석해 본 결과 신경줄기세포의 전사체에서 특정 mRNA들이

m6A 공유변형에 의해 선택적으로 빨리 분해되어 신경줄기세포의 발달 과정에서의 적절한 분화 단계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

미함.

○ 이러한 발견은 발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후성전사체 변화에 의한 RNA 분해 과정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임.

○ 또한 인간 태아의 대뇌와 인간 대뇌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m6A 공유변형을 mapping 하였으며, 그 결과 인간 특이적 m6A

공유변형이 인간 정신질환에 관련한 유전자에 집중되어 있고 정신질환의 발달에 관련이 있을 것을 시사함.

(CELL, IF=36.216; Google Scholar 17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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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sang Koo, Baekgyu Choi, Hoewon Park, Ki-Jun Yoon

Past, Present, and Future of Brain Organoid Technology

MOLECULES AND CELLS

42(9), 617-627

2019

10.14348/molcells.2019.0162

▣ 뇌 오가노이드 기술의 현재와 미래

○ 삼차원 배양을 통한 뇌 오가노이드는 기존의 단순한 세포 배양법의 한계를 넘어, 실제 생체 내 조직과 유사한 구조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델로 각광 받고 있음.

○ 특히 인간 전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 오가노이드 제작 기술은, 인간 뇌 질환의 이해와 치료에 필요한 모델 시스템을 제공하고,

지금까지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했던 인간 뇌 발달의 신비를 밝힐 가능성을 제시함.

○ 본 논문은 뇌 오가노이드 기술의 개발 과정, 최근의 기술적 발전과 응용, 그리고 미래의 산업적, 의학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리뷰한 것임.

(MOLECULES AND CELLS, IF=3.533; Google Scholar 3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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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 Lin Kim, Gyun Min Lee

Improving Recombinant Bone Morphogenetic protein-(BMP-4) Production by

Autoregulatory Feedback Loop Removal Using BMP Receptor-Knockout CHO Cell Lines

METABOLIC ENGINEERING

52, 57-67

2019

10.1016/j.ymben.2018.11.003

▣ 유전자 재조합 CHO 세포를 통한 BMP-4 단백질 대량생산

○ 재조합 인간유래 BMP-4 단백질은 다양한 뼈 생성에 관여하는 성장인자로 연골 생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용 단백질임.

○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연골 치료에 사용되는 BMP-4 단백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조합 BMP-4 단백질의 생산성 향상 전략 수립

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생산된 BMP-4 단백질의 자가분비 현상으로 인한 신호전달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세포에서 BMP-4가

붙는 수용체인 BMPR1A나 BMPR2 두 유전자를 하나씩 낙아웃 함.

○ 실험 결과 수용체를 낙아웃 하였을 경우 고농도의 BMP-4에서도 세포주의 생장성 감소가 일어나지 않음. 또한 수용체를 낙아웃한 세

포주로 인간 유래 BMP-4 단백질 생산 세포주를 구축했을 때 대조군 숙주 세포주과 비교하여 평균 2.4배 정도 인간 유래 BMP-4 단백질

의 생산성이 증가함.

○ 본 연구를 통하여 세포내 시그널 조절을 이용한 새로운 재조합 호르몬 생산 전략을 수립함.

(METABOLIC ENGINEERING, IF=7.808; Google Scholar 2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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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Seong Lee, Jin Hyoung Park, Tae Kwang Ha, Mojtaba Samoudi, Nathan E. Lewis,

Bernhard O. Palsson, Helene Faustrup Kildegaard Orcid and Gyun Min Lee

Revealing Key Determinants of Clonal Variation in Transgene Expression in

Recombinant CHO Cells Using Targeted Genome Editing

ACS SYNTHETIC BIOLOGY

7(12), 2867-2878

2018

10.1021/acssynbio.8b00290

▣ 유전자 재조합 CHO 세포의 클론 변이 원인 연구

○ CHO 숙주 세포주는 단백질 접힙 과정과 당쇄화와 같은 복잡한 번역 후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료용 단백질의 생산에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생산 유전자의 무작위 삽입 방법은 클론들 간의 높은 표현형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비효율적인 클론 선별 과정이 필수적임.

○  본 연구에서는 외부 유전자의 삽입 위치와 그 구성이, 단백질의 발현과 저온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으로써 clonal variation 현상의 원인에 대해 연구함.

○  결론적으로, clonal variation 현상은 외부 유전자의 삽입 위치뿐만 아니라 벡터에 포함된 구성요소들과 삽입 시 발생하는 구성요

소들의 재조합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외부 유전자의 위치 특이적 삽입을 통해 유전자 삽입 위치와 벡터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clonal variation 현상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ACS SYNTHETIC BIOLOGY, IF=5.571; Google Scholar 7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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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ning Gram Hansen, Nuša Pristovšek, Helene Faustrup Kildegaard, Gyun Min Lee

Improving the Secretory Capacity of Chinese Hamster Ovary Cells by Ectopic

Expression of Effector Genes: Lessons Learned and Future Directions

BIOTECHNOLOGY ADVANCES

35(1), 64–76

2017

10.1016/j.biotechadv.2016.11.008

▣ 유전자 재조합 CHO 세포의 클론 변이 원인 연구

○ 바이오의약품의 주요 생산 세포주인 Chinese Hamster Ovary(CHO)의 재조합단백질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biosynthetic pathway에서의 post-transcriptional bottleneck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effector gene들을 CHO cell에서 ectopic하게

발현시키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됨.

○  하지만 effector gene의 효과는 대체로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임. 위 논문은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그러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는 실험적인, 세포생물학적인 이유를 고찰함. 그리고 post-transcriptional bottleneck을 개선할 수 있는 앞으로의

effector gene 연구 방향을 제시함.

○ 이로써 위 논문은 우수한 재조합단백질 분비능을 가지는 CHO cell line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님.

(BIOTECHNOLOGY ADVANCES, IF=12.831; Google Scholar 31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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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o Lee, Eun Shik Choi, Hogyu David Seo, Keunsoo Kang, Joshua M. Gilmore,

Laurence Florens, Michael P. Washburn, Joonho Choe, Jerry L. Workman & Daeyoup Lee

Chromatin Remodeller Fun30 Fft3 Induces Nucleosome Disassembly to Facilitate RNA

Polymerase II Elongation

NATURE COMMUNICATIONS

8, 14527

2017

10.1038/ncomms14527

▣ 염색체 리모델러를 통한 전사조절 연구

○ 본 논문은 크로마틴 개조효소 (Chromatin Remodeler) 인 Fun30 단백질이 RNA 중합효소 II 가 전사 신장 과정에서 크로마틴 의 해체

/재조립에 관여할 수 있다는 최초의 보고임.

○ 지금까지는 RNA 중합효소 II가 전사를 신장할 때 크로마틴을 스스로 제거하고 RNA을 합성해 간다고 생각해 옴. 그러나 실제로는 다

양한 크로마틴 관련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처음으로 전유전체 수준에서 증명함.

○ 따라서 진핵 세포의 DNA 상에서 일어나는 DNA 복제, 전사, DNA 수리 과정에서 크로마틴 개조효소의 필요성을 일반화 할 수 있는 이

론적 토대를 제공함.

(NATURE COMMUNICATIONS, IF=11.878; Google Scholar 23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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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un Lee, Seunghee Oh, Kwiwan Jeong, Hyelim Jo, Yoonjung Choi, Hogyu David Seo,

Minhoo Kim, Joonho Choe, Chang Seob Kwon & Daeyoup Lee

Dot1 Regulates Nucleosome Dynamics by Its Inherent Histone Chaperone Activity in

Yeast

NATURE COMMUNICATIONS

9(1), 240

2018

10.1038/s41467-017-02759-8

▣ 히스톤 샤페론으로 작용하는 DOT1 단백질 기능연구

○ 본 논문은 히스톤 H3의 라이신 79 번을 메틸화하는 유일한 단백질인 Dot1 의 새로운 생화학적 기전을 보고한 논문임.

○ 다양한 염색체 Translocation에 의해서 발생하는 키메라 단백질들이 우연히 전사 활성을 가지게 됨. 예를 들어 백혈병을 일으키는

인간의 Dot1 단백질인 DOT1L 도 유사한 발암 기전을 가짐.

○ 그러나 DOT1L 의 메틸화를 저해하면 일부 항암효과가 나타나는데 완전히 억제하지 못함. 따라서 DOT1L 발암 기전은 아직까지 명확

하지 않음.

○ 본 연구는 Dot1 이 히스톤 샤페론으로서 크로마틴 조립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염색질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들의 기질이 염색

질의 기능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힘.

○  따라서 본 연구에 발견된 Dot1 의 새로운 기능은 염색체의 구조를 조절하여 암 발생등 생물학적 현상에 관여할 가능성을 보여줌.

(NATURE COMMUNICATIONS, IF=11.878; Google Scholar 11회 인용)

176 / 802



연번

참여교

수명

연구

자

등록

번호

이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간호/ 보

건/ 체육/

기타 분야

에 한함)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54

이대엽
10164

158

분자

세포

생물

저널

논문

Minhoo Kim, Yoonjung Choi, Harim Kim & Daeyoup Lee

DUBm-mediated surveillance regulates prompt export of stress-inducible transcripts

for proteostasis

NATURE COMMUNICATIONS

10(1), 2458

2019

10.1038/s41467-019-10350-6

▣ 히스톤 샤페론으로 작용하는 DOT1 단백질 기능연구

○ 본 논문은 히스톤 H3의 라이신 79 번을 메틸화하는 유일한 단백질인 Dot1 의 새로운 생화학적 기전을 보고한 논문임.

○ 유전자 발현은 환경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되는 데 이때 긴밀한 상호 작용으로 통해 꼭 필요한 mRNA를 급속하게 합성하고 mRNA

대량생산 및 스트래스를 이겨낼 수 있는 단백질들을 생산함.

○ 이 과정은 진핵세포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생존에 필요한 인자를 발현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분자 기전이 존재할 것

으로 사료됨.

○ 본 논문은 SAGA라는 전사에 관여하는 히스톤 아세틸화효소가 프로테오좀과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여 스트래스 상황 시 핵내 관련단

백질을 암호화하는 전사물을 활발하게 선택적으로 발현 및 능동 수송하게 하고 핵 밖에서 단백질로 전환된 스트래스 관련 단백질의 도

움으로 잘못 합성된 단백질의 제거에 프로테오좀이 관여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돕는다는 결론을 얻음.

○ 이를 통해 전사인자가 단백질 항상성에 어떻게 관여하는 지에 관한 기본적인 예를 제시함.

(NATURE COMMUNICATIONS, IF= 11.878; Google Scholar 2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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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yeop Lee ,Seon Woo A. An ,Yoonji Jung ,Yasuyo Yamaoka,Youngjae Ryu,Grace Ying

Shyen Goh,Arshia Beigi,Jae-Seong Yang,Gyoo Yeol Jung,Dengke K. Ma,Chang Man

Ha,Stefan Taubert,Youngsook Lee,Seung-Jae V. Lee

MDT-15/MED15 Permits Longevity at Low Temperature via Enhancing Lipidostasis and

Proteostasis

PLOS BIOLOGY

17(8), e3000415

2019

10.1371/journal.pbio.3000415

▣ 지질항상성 조절인자의 수명조절 연구

○ 본 연구에서는 지질의 항상성이 장수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특히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인 저온에서의 수명 증가에 지질 합성에 핵심적인 전사조절인자인 MDT-15이 필수적인 것을 발견하였음.

○ 본 연구 성과를 통하여 지질 항상성과 DNA 수선 및 단백질 항상성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장수 유도에 핵심적인 생체 내의 작용

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음.

○ 또한 본 연구에서 항노화 효과를 보여준 올레산의 경우엔 인간이 식용에 문제가 없는 올리브유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향

후 인간의 건강 수명 연장에 활용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지닌다 사료됨.

(PLOS BIOLOGY, IF= 8.386; Google Scholar 5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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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at Artan, Dae-Eun Jeong, Dongyeop Lee, Young-Il Kim, Heehwa G. Son, Zahabiya

Husain, Jinmahn Kim, Ozlem Altintas, Kyuhyung Kim, Joy Alcedo and Seung-Jae V. Lee

Food-derived sensory cues modulate longevity via distinct neuroendocrine insulin-

like peptides

GENES & DEVELOPMENT

30(9), 1047-57

2016

10.1101/gad.279448.116

▣ 음식의 감각단서에 의한 수명조절 효과 연구

○ 본 연구에서는 음식의 냄새와 맛이 감각 신경을 통하여 인슐린 호르몬의 양을 증가시켜 개체의 수명을 감소함을 보여주었음.

○ 또한 광유전학적 방법을 통하여 감각신경을 자극하였을 때 수명이 감소함을 보여주어 광유전학적인 수명의 변화를 유도한 첫 번째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높음.

○ 본 연구에서의 미각 신경세포을 통한 노화 속도 및 장수 조절은 향후 인간에게 적용하였을 때 미각 세포의 변화를 통하여 장수를

유도할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의 중요성은 Genes and Dev의 표지 논문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도 입증이 됨.

 (GENES & DEVELOPMENT, IF=8.99; Google Scholar 25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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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yeop Lee, Dae-Eun Jeong Heehwa G. Son, Yasuyo Yamaoka, Hyunmin Kim, Keunhee Seo,

Abdul Aziz Khan, Tae-Young Roh, Dae Won Moon, Youngsook Lee and Seung-Jae V. Lee

SREBP and MDT-15 Protect C. Elegans From Glucose-Induced Accelerated Aging by

Preventing Accumulation of Saturated Fat

GENES & DEVELOPMENT

29(23), 2490-503

2015

10.1101/gad.266304.115

▣ SREBP와 MED15 전사조절인자에 의한 노화조절연구

○ 본 연구에서는 음식의 성분 중 포도당이 수명을 단축하는 원리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여, 포도당을 과량 섭취하였을 때 포화지방산

및 불포화지방산이 축적되는 것이 오히려 수명 단축에 대해 저항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증명하였음.

○ 특히 SREBP와 MED15라는 전사조절인자가 포도당 섭취 시에 활성이 증가하고, 이 경우 지질의 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개체의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음.

○ 이를 방해하는 경우 포도당이 지질로 합성될 때의 중간산물인 DHEP의 축적이 증가하여 수명이 단축됨을 보였음. 본 연구는 과량의

당분 섭취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대사 증후군 등에서의 독성 물질 축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화 및 장수 뿐 아니라 대사증후

군과 같은 인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의의를 지님.

(GENES & DEVELOPMENT, IF=8.990; Google Scholar 57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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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un Kim, A-Hyun Jung, Daun Jeong, Ilsong Choi, Kwansoo Kim, Soowon Shin, Sung

June Kim, and Seung-Hee Lee

Selectivity of Neuromodulatory Projections From the Basal Forebrain and Locus

Ceruleus to Primary Sensory Cortices

JOURNAL OF NEUROSCIENCE

36(19). 5314-27

2016

10.1523/JNEUROSCI.4333-15.2016

▣ 대뇌 감각피질의 아세틸콜린 신경회로의 지도작성 연구

○ 본 연구는 중요 신경조절 물질인 아세틸콜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두 개의 시스템이 생쥐의 뇌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해 해부학적 실험과 전기생리학적 실험을 모두 수행하여 연구한 최초의 논문임.

○ 본 연구를 통하여 시각피질, 청각피질, 촉각피질을 조절하는 아세틸콜린은 서로 다른 기저 전뇌영역에 위치한 세포들에 의해서 분

비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노르아드레날린의 경우 세 가지 감각피질 모두 같은 청반영역에 위치한 동

일한 세포에 의해 동시에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냄.

○ 본 연구 성과는 피질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생체 내 신경회로 메커니즘을 최초로 규

명한 것임.

(JOURNAL OF NEUROSCIENCE, IF=6.074; Google Scholar 44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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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Hyang Song, Jae-Hyun Kim, Hye-Won Jeong, Ilsong Choi, Daun Jeong, Kwansoo Kim,

Seung-Hee Lee

A Neural Circuit for Auditory Dominance Over Visual Perception

NEURON

93(4). 940-954

2017

10.1016/j.neuron.2017.01.006

▣ 청각우성의 신경회로 기전연구

○ 본 연구는 행동과제를 수행하는 생쥐가 시청각 정보를 동시에 받을 때, 청각 정보를 우세적으로 처리하여 행동적으로 청각자극만

인지한 것 같이 행동하는 청각 우세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한 연구임.

○ 또한 전기생리학 실험과 광유전학적 실험을 통하여 이 청각 우세에 감각통합영역중 하나인 후두정엽피질에 있는 PV (para;bumin)

발현 (PV+) 억제성 뉴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PV+ 억제성 뉴런에 의해 시각 정보가 억제되는 것이 청각 우세를 만들어 낸다

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함.

○ 쥐 모델의 복잡한 피질 신경망에서 행동적, 생리학적, 해부학적으로 기능을 상세히 분석하여 새롭게 제시하고, 광유전학적 신경회

로 조절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 감각 통합이 유발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함.

(NEURON, IF=14.403; Google Scholar 47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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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vain Crochet, Seung-Hee Lee, Carl C H Petersen

Neural circuits for goal-directed sensorimotor transformations

TRENDS IN NEUROSCIENCES

42(1), 66-77

2019

10.1016/j.tins.2018.08.011

▣ 목표지향적 신경-운동 전환의 신경회로 기전연구

○ 본 논문은 생쥐를 이용한 실험들을 통해 뇌에서 감각자극을 받아 행동을 할 때 하위 감각피질영역, 감각영역을 조절하는 상위 피질

영역 및 해마등의 피질 외 영역이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하여 정리한 논문으로서, 뇌가 단순히 정해진 대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

니라 환경의 변화와 학습에 의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역동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정리한 논문임.

○ 첫째, 단순 감각 피질에서 연합피질, 전전두피질까지 감각자극에 기반 한 행동 의사 결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관련 연구를 소개하면서 설명함.

○ 둘째, 촉각, 시각, 청각 정보에 기반한 목표지향적 감각-운동 정보의 의식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피질 신경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최신 가설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함.

○ 셋째, 목적지향적 감각-운동 전환 신경이 피질 내 다중적으로 존재하나, 각 영역별로 특이적인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

해당분야의 중요쟁점을 최초로 제기함.

(TRENDS IN NEUROSCIENCES, IF=12.314; Google Scholar 21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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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식
10055

100

세포

신호

전달

저널

논문

Tackhoon Kim, Suk-Jin Yang, Daehee Hwang, Jinhoi Song, Minchul Kim, Sang Kyum Kim,

Keunsoo Kang, Jaebum Ahn, Daeyoup Lee, Mi-young Kim, Seyun Kim, Ja Seung Koo, Sang

Seok Koh, Seon-Young Kim & Dae-Sik Lim

A Basal-Like Breast Cancer-Specific Role for SRF-IL6 in YAP-induced Cancer Stemness

NATURE COMMUNICATIONS

6, 10186

2015

10.1038/ncomms10186

▣ SRF-IL6 의 유방암 줄기세포 조절 기능연구

○ 최근 알려진 Hippo 신호전달회로의 하위 유전자 YAP 은 전사 공동인자로, 여러 조직에서 과발현되었을 때 미분화된 줄기 및 전구세

포를 증식시킨다고 알려져 있음.

○ 본 연구에서는 SRF 가 YAP 과 결합하여 유선줄기세포 특이적 유전자 프로모터로 이동시킴을 발견함. 이 중, IL6 가 SRF-YAP 의 가

장 중요한 타겟유전자로서, 유선 줄기세포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함.

○ 특히, SRF 나 IL6를 RNA 간섭을 통해 발현을 줄였을 때, YAP 에 의해 생성된 mammosphere 의 생성이 감소함. 이와 유사하게, 유방

암에서 SRF-YAP/TAZ 의 발현이 유선줄기세포와 유사하고, IL6 의 발현량이 높은 basal-like breast cancer 에서 높게 나타남.

○ 종합하면, BLBC 에서 SRF 의 발현량이 높음으로 인해 YAP이 암세포에 좀더 효율적으로 IL6를 증가시키고, 유선줄기세포와 유사한

세포 성질을 가지게 함을 확인함.

(NATURE COMMUNICATIONS, IF=11.878; Google Scholar 75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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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Da-Hye Lee, Jae Oh Park, Tae-Shin Kim, Sang-Kyum Kim, Tack-hoon Kim, Min-chul Kim,

Gun Soo Park, Jeong-Hwan Kim, Shinji Kuninaka, Eric N. Olson, Hideyuki Saya, Seon-

Young Kim, Ho Lee & Dae-Sik Lim

LATS-YAP/TAZ Controls Lineage Specification by Regulating TGFβ Signaling and Hnf4α

Expression During Liver Development

NATURE COMMUNICATIONS

7, 11961

2016

10.1038/ncomms11961

▣ 간조직 발생을 위한 LATS-YAP/TAZ 신호전달 기능 연구

○ 본 연구는 LATS1/2를 결손시킨 성체 마우스를 이용하여 간 발생과 그 후의 YAP/TAZ의 기능을 살펴봄. 간특이적 Lats1/2 결손 배아

에서 간으로부터 분리한 간모세포를 각각 간세포와 간담도세포로 분화시켰을 때, 간세포로의 분화는 억제되며 담도세포로의 분화는 증

가됨.

○ RNA-seq 을 통해 새롭게 Tgfβ pathway가 증가함이 보였고, ChIP assay를 통해 Yap이 Tgfβ2 염색체의 enhancer 부위에 결합함을

확인함. 그 구성 세포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CK7, 19 를 발현하는 담도세포였으나 완벽한 담관을 형성하지는 못하였고, 다량의 섬유화

세포가가 관찰됨.

○ 이전 보고들과는 다르게 간세포의 증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커진 간세포가 관찰됨. 마지막으로, 간세포 분화 억제

기전을 찾기 위해 RNA-seq 결과를 분석해보니, 담도세포로의 분화 조건에서도 Lats1/2 결손 세포에서 간세포분화에 가장 중요한 인자

인 Hnf4α 발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함.

(NATUR COMMUNICATIONS, IF= 11.878; Google Scholar 88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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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식
10055

100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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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저널

논문

Sun-Hye Jeong, Han-Byul Kim, Min-Chul Kim, Ji-min Lee, Jae Ho Lee, Jeong-Hwan Kim,

Jin-Woo Kim, Woong-Yang Park,Seon-Young Kim,Jae Bum Kim, Haeryoung Kim, Jin-Man Kim,

Hueng-Sik Choi, and Dae-Sik Lim

Hippo-mediated suppression of IRS2/AKT signaling prevents hepatic steatosis and

liver cancer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128(3), 1010-1025

2018

10.1172/JCI95802

▣ 지방간 및 간암을 조절하는 Hippo 신호전달 기전연구

○ 간에서 AKT 회로에서 PTEN 의 결손, 또는, Hippo 회로에서의 MST, SAV1 의 결손은 각각 AKT의 활성화, YAP/TAZ의 활성화를 통해 간

암으로 진행됨. 하지만, 간암환자샘플에서 YAP 과 AKT의 활성화가 함께 높은 것을 통해, Hippo 와 AKT 회로가 상호작용하여 간암을 일

으키는데 관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움.

○ 이 논문을 통해, 각 회로의 구성요소인 PTEN 과 SAV1을 간에서 동시에 결손시킨 마우스를 제작하였고, 이 마우스는 매우 빠른 지방

간-간염-간경화-간암으로 이르는 환자의 발병진행과정을 따르는 것을 발견함.

○ 이는 결국, YAP/TAZ 에 의한 IRS2 전사조절을 통한 AKT 활성화가 중요한 메커니즘임을 발견하였고, 환자 간암샘플에서도 YAP/TAZ

와 IRS2 의 발현이 함께 높음을 확인한 것임.

○ 더 나아가, 이 DKO 마우스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암환자에게 시험중인 AKT 억제제를 처리해 본 결과, 지방간과 간암의 발병이 감소

함.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IF= 12.282; Google Scholar 35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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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8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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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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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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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Yonghyun Lee, Soyoung Lee, Dong Yun Lee, Byeongjun Yu, Wenjun Miao, and Sangyong Jon

Multistimuli-Responsive Bilirubin Nanoparticles for Anticancer Therapy

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55(36), 10676-80

2016

10.1002/anie.201604858

▣ 항암 치료를 위한 빌리루빈 나노입자 개발 연구

○ ‘자극감응성 빌리루빈 나노입자’에 항암제로 사용되고 있는‘독소루비신(Doxorubicin)’을 선적하여 약 100 나노미터 직경을 가

진 ‘암 치료용 다중자극 감응성 약물전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음.

○ 실제 인간 폐암 동물모델에서, 이 시스템은 기존 독소루비신 치료 그룹에 비해 우수한 치료 효능을 보여주었고, 빛으로 암부위를

국소적으로 조사시, 더 향상된 치료효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더욱이, 흥미롭게도 빌리루빈 나노입자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항암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 Heme의 최종대사체이자 황달이라는 현상의 주된 노란색소인 내인성 항산화물질 빌리루빈과 FDA에서 사용승인을 한 높은 생체적합성

을 갖는 Polyethylene Glycol (PEG)를 축합하여 얻어진 자가조립 빌리루빈 나노입자를 다중자극감응형 약물전달체로 이용 가능함을 세

계최초로 보여줌.

○ 동물실험에서 높은 생체적합성과 우수한 항암 효능을 보여주어, 기존의 암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 됨.

(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IF=12.257; Google Scholar 35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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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Yong Kim, Jinhyo Ahn, Jinjoo Kim, Minsuk Choi, Hyungsu Jeon, Kibaek Choe, Dong

Yun Lee, Pilhan Kim, Sangyong Jon

Nanoparticle-Assisted Transcutaneous Delivery of a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3-Inhibiting Peptide Ameliorates Psoriasis-like Skin Inflammation

ACS NANO

12(7), 6904-6916

2018

10.1021/acsnano.8b02330

▣ 염증성 피부건선을 막는 펩타이드 치료제와 나노 전달체 연구

○  본 연구진은 수 년 전 STAT3라는 단백질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펩타이드를 최초로 발견해 항암 치료제로 개발한 바 있음.

○ 이번 연구에서 길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인지질과 STAT3 억제 펩타이드가 특정 조건에서 약 30나노미터 크기의 매우 작은 원반 모

양의 나노입자를 안정적으로 형성함을 발견함.

○ 특수 지질성분으로 이뤄진 제형(劑形)을 통해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원판형 나노입자로 이뤄진 STAT3 억제용 펩타이드를 제조했다.

본 연구팀이 개발한 STAT3 억제 펩타이드는 건선 피부를 가진 동물 모델에 투여했을 때 뛰어난 항염증 효과를 보였고, 건선 발병의 핵

심 요소인 각질세포의 과증식과 염증성 싸이토카인인  IL-17 등의 분비를 막는 역할을 함.

○ STAT3 억제 앱타이드가 난치성 염증성 피부질환인 건선에 대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효율적인 피부 전달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임상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됨.

(ACS NANO, IF=13.903; Google Scholar 4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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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8

943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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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Byeongjun Yu, Dobeen Hwang, Hyungsu Jeon, Hyungjun Kim, Yonghyun Lee, Hyeongseop

Keum, Jinjoo Kim, Dong Yun Lee, Yujin Kim, Junho Chung, Sangyong Jon

A Hybrid Platform Based on a Bispecific Peptide-Antibody Complex for Targeted Cancer

Therapy

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58(7), 2005-2010

2019

10.1002/anie.201811509

▣ 항암치료를 위한 펩타이드-항체 복합체 연구

○ 항체 의약품은 혈중 반감기는 길지만, 큰 크기로 인해 암 조직의 깊은 곳까지 전달되지 않아서 약효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다. 연구팀은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펩타이드-항체 복합체를 개발하였음.

○ 모델 연구로서, 암 조직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표적에 결합하는 펩타이드와 혈관 형성 물질을 억제하는 펩타이드 그리고 코티닌의

결합체를 합성하였고, 항 코티닌 항체와 함께 섞어 두 가지 표적에 특이적인 펩타이드-항원 복합체를 만들었음.

○ 이 결합체는 포함하고 있는 펩타이드의 특징(암 조직 특이적 결합 및 혈관 형성 물질 저해)을 보존하였고, 펩타이드 형태 대비 약

20배 증가된 혈중 반감기를 나타냄

○ 쥐를 이용한 암 동물모델에 투여 시, 암 조직에 특이적으로 축적되고, 표적 부위에서 펩타이드가 항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암 조직

의 깊은 곳까지 분포하는 것을 확인함.

○ 향후 다양한 펩타이드 의약품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IF= 12.257; Google Scholar 2회 인용)

189 / 802



연번

참여교

수명

연구

자

등록

번호

이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간호/ 보

건/ 체육/

기타 분야

에 한함)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67

정민환
10077

538

신경

과학

저널

논문

Jong Won Lee, Min Whan Jung

Separation or Binding? Role of the Dentate Gyrus in Hippocampal Mnemonic Processing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75, 183-194

2017

10.1016/j.neubiorev.2017.01.049

▣ 해마 치상 감각정보 연합 모델

○ 해마는 크게 치상, CA3, CA1 부분으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해부학적, 화학적, 생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각 부위의 정확한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특히 치상은 외부 감각정보가 해마로 입력되는 첫 관문으로써 현재 치상의 주요 이론은 비슷한 패턴의 입력이 완전히 다른 패턴으

로 분리되어 기억의 간섭을 줄인다는 패턴 분리 (pattern separation) 이론이 우세함.

○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이론적 논거들을 통하여 치상의 기능이 다양한 감각정보를 연합한다는 새로운 연합이론 (binding) 을 제시

하고, 기존 이론인 패턴분리 (pattern separation) 이론과 비교ㆍ검증함으로써 연합 이론이 패턴 분리 이론보다 치상의 기능을 더 잘

설명함을 밝힘.

○ 이 결과는 치상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억의 뇌신경 메커니즘 규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 IF= 8.002; Google Scholar 16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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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Hwan Shin, Dohoung Kim, Min Whan Jung

Differential coding of reward and movement information in the dorsomedial striatal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NATURE COMMUNICATIONS

9(1), 404

2018

10.1038/s41467-017-02817-1

▣ 선조체 직접/간접 회로의 가치표상 및 운동정보 부호화 연구

○ 선조체는 신경계에서 대표적으로 강화학습과 수의적 운동에 중요한 부위로 알려져 있으며, 해부학적으로, 직접회로와 간접회로로

나뉘어져 있음.

○ 두 회로는 고전적 모델을 통해 강화학습과 수의적 운동에서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러 임상결과에서

이러한 이분법적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발견됨.

○ 본 연구는 광유전학 기법과 유전자조작 생쥐를 이용하여 강화학습과 수의적 운동에 있어서 선조체의 직접회로와 간접회로의 신경세

포 활성을 분리하여 관찰한 것임.

○ 그 결과, 가치표상과 운동 정보에 있어서 선조체 직접회로와 간접회로의 신경세포 활성 차이를 발견하였고, 기저핵의 작용기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 모델보다 더 섬세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NATURE COMMUNICATIONS, IF=11.878; Google Scholar 24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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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e Kwak, Min Whan Jung

Distinct roles of striatal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in value-based decision

making

ELIFE

8, e46050

2019

10.7554/eLife.46050

▣ 선조체 직접/간접 회로의 가치기반 의사결정 연구

○ 선조체는 가치기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선조체 직접회로와 간접회로가 역동적인 환경에서 최적

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역할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본 연구는 동물이 자유선택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화학유전학기법과 유전자조작 생쥐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직접회로 또는 간접회

로의 신경세포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그 기능을 연구함.

○ 그 결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선조체 직접회로는 가치기반 행동선택, 간접회로는 가치학습에 관여함을 규명함.

○ 이 연구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선조체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ELIFE, IF=7.5651; Google Scholar 2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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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Suk Chung, Christina A Welsh, Ben A Barres & Beth Stevens

Do glia drive synaptic and cognitive impairment in disease?

NATURE NEUROSCIENCE

18(11), 1539-1545

2015

10.1038/nn.4142

▣ 교세포의 시냅스와 인지기능 조절 기능 총설

○ 시냅스 기능 장애는 많은 퇴행성과 정신 질환의 특징이지만 정작 시냅스의 손상을 일으키게 하는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신경 염증이나 교세포의 활성화가 모든 뇌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지금까지 교세포는 주로 시냅스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주원인이 아닌 신경 손상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세포로 인식되어 왔음.

○ 최근 교세포가 신경 세포와 긴밀한 연관을 통해서 시냅스의 생성, 기능, 가소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이 같은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

○ 이 논문에서는 신경세포와 교세포간의 신호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양한 질환에서 시냅스의 손상과 인지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함.

○ 교세포가 시냅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이해하는 것은 시냅스 기능 장애에 새로운 치료 전략이나 바이오 마커를 개발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임.

(NATURE NEUROSCIENCE, IF=21.126; Google Scholar 212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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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Suk Chung, Philip B. Verghese, Chandrani Chakraborty, Julia Joung, Bradley T.

Hyman, Jason D. Ulrich, David M. Holtzman, and Ben A. Barres

Novel Allele-Dependent Role for APOE in Controlling the Rate of Synapse Pruning by

Astrocyt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3(36), 10186-91

2016

10.1073/pnas.1609896113

▣ 알츠하이머 병을 조절하는 교세포 기능연구

○ 알츠하이머 병 (AD)에 대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유전 위험 인자는 APOE임. APOE 중 E4 유전자는 AD 위험을 12 배

증가시키는 반면 E2 유전자는 그 위험을 감소시킴.

○ 본 연구에서는 APOE2는 astrocyte에 의한 시냅스의 포식 작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APOE4는 감소시킴을 밝gla. 또한 노화 된 시냅스

의 축적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는 C1q 단백질 축적의 양이 APOE 유전자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함.

○ C1q 축적은 APOE2, APOE3 Kncok-In (KI) 동물과 비교하여 APOE4 KI 동물에서 유의하게 증가 gka. 이 연구는 astrocyte의 포식 작용

이 AD 발병 억제의 새로운 타겟으로 응용될 수 있음을 보인 중요한 의미가 있음.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F=9.580; Google Scholar 93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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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ol Lee and Won-Suk Chung

Glial control of Synapse number in healthy and diseased brain

FRONTIERS IN CELLULAR NEUROSCIENCE

13(42), 1

2019

10.3389/fncel.2019.00042

▣ 정상 뇌기능 및 뇌질환을 조절하는 교세포 기능 총설

○ 신경 교세포는 중추 신경계 (CNS)의 발달과 항상성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신경 교세포는 시냅스와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발달 및 성인기의 단계 동안 시냅스 형성, 기능, 가소성 및 제거를 조절함.

○ 흥미롭게도 비정상적인 신경교세포 기능이 다양한 신경 퇴행성 질환의 개시 및 진행의 능동적 유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점차 명

백해지고 있음.

○ 우리 뇌에서 신경 교세포의 생리적 역할에 대한 최근 개발을 논의하고 여러 신경 퇴행성 질환의 일반적인 특성인 시냅스 손실이 신

경교세포 기능의 비정상적 조절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안함.

(FRONTIERS IN CELLULAR NEUROSCIENCE, IF=3.900; Google Scholar 10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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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e R. Dixon, Inkyung Jung, Siddarth Selvaraj, Yin Shen, Jessica E. Antosiewicz-

Bourget, Ah Young Lee, Zhen Ye,

Audrey Kim, Nisha Rajagopal, Wei Xie, Yarui Diao, Jing Liang, Huimin Zhao, Victor V.

Lobanenkov, Joseph R. Ecker, James A. Thomson & Bing Ren"

Chromatin architecture reorganization during stem cell differentiation

NATURE

518(7539), 331-336

2015

10.1038/nature14222

▣ 줄기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염색체 3 차원 구조연구

○ 줄기세포 분화과정에서의 염색질 3차구조 변화 연구를 통해 염색질 3차구조 개념에서 후성유전적 유전자 조절 기작 이해를 시도함.

○ 인간배아줄기세포 분화과정을 모델시스템으로 하여, 분화과정 특이적 염색질 3차구조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이 변화가 인핸서-프

로모터 사이의 DNA-looping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 분화 특이적 유전자 조절에 관여하는지를 연구함.

○ 이를 위해 먼저 Hi-C라는 3C (chromosome conformation capture) 기반의 proximal DNA ligation frequency를 측정하는 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각 분화 단계별 유전체 규모의 염색질 상호작용을 규명하여, 약 36%의 배아줄기세포유전체가 분화과정에서 염색질 3차구조

변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밝힘.

○ 그리고 이러한 염색질의 구조적 변화가 분화 특이적 유전자 발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모델로서 제시함.

○ 본 연구는 유전자 조절에 있어 염색질 3차구조의 중요성을 유전체 규모에서 최초로 보여준 연구임.

(NATURE, IF=43.070; Google Scholar 882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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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jiang Qiu, Wei Xie, Feng Yue, Manoj Hariharan, Pradipta Ray, Samantha Ku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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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ve analysis of haplotype-resolved epigenomes across human tissues

NATURE

518(7539), 350-354

2015

10.1038/nature14217

▣ 인간 조직별 에피지놈 분석 연구

○ 다양한 인간 조직샘플에서의 후성유전체 레퍼런스 지도 작성을 통해 유전형 특이성에 기인한 인핸서 활성도 차이가 각기 다른 유전

형을 가진 개체의 최종 유전자 발현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규명함.

○ allele-specific한 유전자 발현패턴을 여러 개인과 18 종류의 조직 샘플을 대상으로 규명하였고, 그 결과 약 31% 유전자가 allele-

specific한 발현 패턴을 보이며, 대부분의 경우 tissue-type dependent 보다는  individually-restricted 한 allele-specific한 발현

패턴을 보임을 규명함.

○ 이러한 현상은 먼저 genotype-dependent한 인핸서 활성도에 의해 이들 인핸서가 타겟하는 유전자 또한 genotype-specific한 발현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 연구는 genotype-specific한 인핸서 활성도로 인해 genotype-specific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된다는 모델이 인간 유전체에서 매

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최초의 논문임.

 (NATURE, IF= 43.070; Google Scholar 154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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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 histone H3K4me3 domains in mouse oocytes modulate maternal-to-zygotic

transition

NATURE

537(7621), 548-552

2016

10.1038/nature19360

▣ 인간 조직별 에피지놈 분석 연구

○ 초기 발생과정에서의 후성유전 기작 연구를 통해 발생초기 단계의 Maternal to zygotic transfer (MZT) 과정에서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 메커니즘 제시.

○ 본 연구에서는 매우 적은 양의 세포로도 후성유전적 패턴을 규명할 수 있는 smalls cale ChIP-seq 기술을 개발하여 발생초기 단계

의 수천개의 세포만을 이용하여 유전체 규모의 후성유전적 현상을 연구함.

○ 그 결과 H3K4me3라는 기존에는 프로모터에 국한되어 관찰된다고 알려진 히스톤 변형이 Oocyte 에서는 전체 유전체의 20% 이상에 광

범위하게 분포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를 Broad H3K4me3 domain이라 명명함.

○ 이어서, MZT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의 대다수가 이 도메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Oocyte-specific한

H3K4me3도메인의 제거가 MZT 과정의 핵심 기전임을 제시함.

○ 본 연구는 small scale ChIP-seq 기법 개발을 통하여 발생 초기의 후성유전적 유전자 조절 기전을 규명한 최초의 연구임.

(NATURE, IF=43.070; Google Scholar 210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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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laboratory evolution of a genome-reduced Escherichia coli

NATURE COMMUNICATIONS

10(1), 935

2019

10.1038/s41467-019-08888-6

▣ 대장균 유전체 진화 연구

○ 최근 합성생물학을 통해 전자회로를 설계-제작하듯이 유전자 회로 및 합성 세포를 제작하여 유용 바이오 화합물 생산이 이루어짐.

○이 때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유전자 이외에 불필요한 유전자를 모두 제거하여 낭비되는 대사 에너지가

없는 효율적인 최소유전체를 이용할 수 있음.

○ 하지만 최소유전체 미생물의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조절되며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성장 속도가 느

리거나, 유전자 회로 구축이 어려운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

○ 본 연구진은 최소유전체의 적응진화를 통해 성장 속드를 증진시켰고, 다중오믹스 분석을 통해 최소유전체에 맞는 대사 원리를 발견

하였음.

○ 또한, 최소유전체의 높은 환원력, 낮은 번역 완충 등을 활용하여 일반 대장균보다 월등히 높은 유용물질 및 단백질 생산 능력을 검

증하였음.

○ 이를 통해 대사공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향후 미생물 기반 유용 바이오 화합물 생산 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됨.

(NATURE COMMUNICATIONS, IF=11.878; Google Scholar 22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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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ynamic transcriptional and translational landscape of the model antibi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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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COMMUNICATIONS

7, 11605

2016

10.1038/ncomms11605

▣ 방선균의 전사체 및 단백체 지도 연구

○ 토양 미생물인 방선균은 전 세계 항생제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산업 미생물이며 한 종당 대략 30여 가지의 항암, 항생,

항진균, 살충등 다양한 기능의 유용 이차대사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이차대사산물은 방선균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방선균은 복잡한 조절 네트워크로 이차대사산물 생산을 조절

하며, 실험실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이차대사산물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발현되지 않음.

○ 이로 인해 방선균을 이용한 효율적인 신규 항생제 개발 및 생산을 제한하고 있음. 본 연구진은 대표적 방선균 모델 균주인

Streptomyces coelicolor 에 대해 오믹스 기술을 도입하여 다양한 유전자 발현 조절 요소들을 규명함.

○ 특히 항생제 생산과 관련된 유전자의 번역 버퍼링현상을 최초로 발견하여 항생제 대량 생산을 위한 새로운 타겟을 최초로 규명함.

○ 이를 통해 방선균을 이용한 항생제 생산을 이해하기 위한 시스템적 분석의 지평을 열었음.

 (NATURE COMMUNICATIONS, IF= 11.878; Google Scholar 90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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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ic Acids Research

47(12), 6114-6129

2019

10.1093/nar/gkz471

▣ 방선균 유전체 서열지도 완성

○  방선균은 다양한 유용 이차대사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균주로, 이들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방선균 유전체에 존재하

는 이차대사산물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의 발현을 활성화 시켜야 함.

○ 그러나 대부분의 이차대사산물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 내의 유전자 발현은 복잡한 전사 조절 기작들에 의해 실험실 조건에서 활성

화 되지 않음. 활성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설계는 방선균의 유전자 조절 요소들에 대한 유전체 수준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

고 있음.

○ 본 연구진은 방선균 종 중 β-lactam 계열 항생제 생산 균주인 Streptomyces clavuligerus 에 대해서 멀티 오믹스 데이터 융합 분

석을 진행하여, 유전체 서열 지도를 완성하고 58 개의 이차대사산물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를 발굴하였으며, 유전체 수준의 전사, 번

역 조절 요소들을 규명하고 β-lactam 계열 항생제 생산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을 측정하여 이차대사산물 생합성 증대를 위한 타

겟을 제시함.

(Nucleic Acids Research, IF=11.147; Google Scholar 3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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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F1-Interacting Transcription Factors and Their Binding Sequence Elements Determine

the in Vivo Targeting

PLANT CELL

28(6), 1388-1405

2016

10.1105/tpc.16.00125

▣ PIF1 단백질의 전사조절 타겟 연구

○ PIF 계열 전사조절 단백질은 식물광신호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이전의 in vitro  실험을 통해서 PIF1은 G-box

(CACGTG) 서열에 결합한다는 것을 밝혔음.

○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in vivo에서 왜 특정 G-box에만 결합하는지, 그리고 G-box가 아닌 곳에 왜 결합하는지가 불

분명함.

○ 본 연구에서는 PIF1이 단독으로 DNA에 결합하기보다는 또 다른 전사조절단백질과 협동적으로 결합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정

보학적 분석을 통해 관여하는 다른 단백질이 ABI5를 비롯한 bZIP 계열 전사조절 단백질일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

함.

○ 특정 전사조절단백질의 in vivo 타겟 유전자가 결정되는 방법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논문으로 관련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PLANT CELL, IF=8.631; Google Scholar 26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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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rmal Phytochrome B Inhibits Hypocotyl Negative Gravitropism Non-Cell-

Autonomously

PLANT CELL

28(11), 2770-2785

2016

10.1105/tpc.16.00487

▣ 파이토크롬 발현위치별 광반응 조절연구

○ 파이토크롬은 식물 광수용체로 적색광에 의해 활성화되어 종자 발아에서 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들을 조절함. 한가지 흥미

있는 사실은 파이토크롬을 활성화시키는 적색광은 엽록소에 의해 효율적으로 흡수된다는 것임. 따라서, 식물 내부에서는 적색광이 매

우 줄어들어 있을 것이 예상됨.

○ 본 연구에서는 그에 착안해 식물의 어느 조직에 있는 파이토크롬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지를 연구하였음. 연구를 통해 표피조직

에 있는 파이토크롬이 거의 모든 식물 광반응을 일으키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보였고, 내피조직에 있는 PIF 기능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음.

○ 이 결과는 파이토크롬이 아직 알려지지 않는 ‘모바일 신호’를 생성해 식물전체 광반응을 조절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음.

(PLANT CELL, IF=8.631; Google Scholar 30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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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ae Park, Yeojae Kim, Giltsu Choi

Phytochrome B Requires PIF Degradation and Sequestration to Induce Light Responses

across a Wide Range of Light Conditions

PLANT CELL

30(6), 1277-1292

2018

10.1105/tpc.17.00913

▣ PIF 전사단백질의 광반응 기전연구

○ 이전 연구를 통해서 파이토크롬의 N-terminal moeity는 PIF 전사조절 단백질을 sequestration하여 억제하고 C-terminal moeity는

PIF 단백질을 분해하여 억제한다는 것을 보였음.

○ 하지만, 생태학적으로 파이토크롬이 왜 2가지 독립적인 방법으로 PIF를 억제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음.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가지 억제기작이 다양한 빛조건에서 PIF을 억제하기위해 진화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음.

○ 연구를 통해 숲의 바닥에서 볼수 있는 빛조건인 깜박이는 빛조건 (sunfleck)하에서는 sequestration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연

속적인 빛조건에서는 degradation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음. 분자적 기작을 생태학적 조건과 연결시킨 참신한 연

구라고 생각됨.

(PLANT CELL, IF=8.631; Google Scholar 17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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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in Kim, Hyeongseok Kim, Ung Hyun Ko, Youjin Oh, Ajin Lim, Jong-Woo Sohn,

Jennifer H. Shin, Hail Kim & Yong-Mahn Han"

Islet-like organoids derived from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efficiently function

in the glucose responsiveness in vitro and in vivo

SCIENTIFIC REPORTS

6, 35145

2016

10.1038/srep35145

▣ 당뇨병 치료를 윈한 췌장세포 분화 기술 개발

○ 당뇨병은 인슐린 기능의 부족으로 유도된 만성 고혈당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며 인슐린을 분비하는 β 세포의 기능 저하 및 감

소로 인해 발병됨. 따라서 세포 이식 치료만이 근본적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이식 가능한 췌도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의 한계

점이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세포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인간 만능줄기세포 유래 내분비 세포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방법을 확립하였음

.

○ 형성된 내분비 세포 클러스터는 이차원적 내분비 세포에 비해 β 세포 특이적인 마커들의 발현이 증가된 양상을 보였으며 포도당

자극에 반응하여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분비하는 기능적인 성숙도를 보였음. 또한 당뇨병 동물 모델에서 이식 후 혈당 조절 효과를 보

였음.

○ 본 연구에서 유도된 내분비 세포 클러스터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효율적인 세포 치료제로서 적용될 수 있음으로 기대되며, 인간 췌

도의 발달 및 형성 과정의 연구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SCIENTIFIC REPORTS, IF=4.011; Google Scholar 29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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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ji Kim, Jung-Yun Choi, Sang-Hee Lee, Beom-Hee Lee, Han-Wook Yoo and Yong-Mahn Han

Malfunction in Mitochondrial β-Oxidation Contributes to Lipid Accumulation in

Hepatocyte-Like Cells Derived From Citrin Deficiency-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STEM CELLS AND DEVELOPMENT

25(8), 636-647

2016

10.1089/scd.2015.0342

▣ 환자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활용한 시트린 결핍증 기전 연구

○ 본 연구는 시트린 결핍증 환자의 피부세포로부터 리프로그래밍을 통해 확립한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해 간세포로 분화하여 시트린

결핍증의 증상 중 지방간을 일으키는 원인이 PPAR-α의 감소로 인한 미토콘드리아 베타 산화의 기능 부전에 있음을 밝혀냄.

○ 시트린 결핍증 환자의 체세포로부터 역분화줄기세포를 제작해 간세포로의 분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간세포 특이적 유전자 및

알부민 분비, 글리코젠 축적, 저비중 리포단백질 흡수 기능이 정상이었었음. 그러나 암모니아 처리 후 시트린 결핍 간세포는 요소회로

의 부전으로 인하여 요소를 생성하지 못했고, 이 원인이 시트린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였음. 또한, 시트린 결핍 간세포

내의 트리글리세리드 양이 정상 간세포보다 높았음.

○ 실제 환자의 지방간 증상을 재현하기 위해, 고농도의 포도당을 처리하니 지방 축적량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PPAR-α의 감소 때문에 베타 산화 기능 부전과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구조가 시트린 결핍 간세포에서의 지방 축적이 유

발할 수 있다는 기전을 규명함.

(STEM CELLS AND DEVELOPMENT, IF=3.147; Google Scholar 7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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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n Im, Mi-jin Jang, Seung Ju Park, Sang-Hee Lee, Jin-Ho Choi, Han-Wook Yoo,

Seyun Kim and Yong-Mahn Han

Mitochondrial Respiratory Defect Causes Dysfunctional Lactate Turnover via AMP-

activated Protein Kinase Activation in Human-induced Pluripotent Stem Cell-derived

Hepatocytes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90(49), 29493-505

2015

10.1074/jbc.M115.670364

▣ 환자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활용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 연구

○ 산화적 인산화 반응의 주체인 미토콘드리아 호흡복합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간에서의 대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는 지

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음.

○ 본 연구는 세포 내 모든 미토콘드리아에 MTND1 유전자의 m.3398T>C 돌연변이가 발생한 환자의 역분화줄기세포를 제작하고 간세포로

분화시켜 미토콘드리아 호흡 복합체 기능 장애에 의한 에너지 부족이 간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함.

○ 우선 환자 역분화 줄기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모양 및 생합성의 비정상적인 특징이 보였고, 이로부터 분화시킨 간세포에서는 글리코

겐 저장 능력이 감소되어 있었음그리고 세포 내 ATP가 감소해 있었으며, NAD+/NADH의 균형도 역시 비정상적이었음.

○ 저밀도 지방단백질을 더 많이 흡수할 뿐만 아니라, 젖산의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과 젖산의 대사율 역시 감소해 있음을 발

견함.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IF=4.106; Google Scholar 13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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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Su Kim, Hye-Yeon Cho, George J Augustine & Jin-Hee Han

Selective Control of Fear Expression by Optogenetic Manipulation of Infralimbic

Cortex After Extinction

NEUROPSYCHOPHARMACOLOGY

41(5), 1261-1273

2016

10.1038/npp.2015.276

▣ 광유전학을 통한 공포기억 신경회로 연구

○ 공포 기억은 다른 기억과 달리 단 한번의 경험을 통해 즉각적으로 형성되고 거의 평생 동안 유지됨공포 기억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때때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안, 공포 정신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됨.

○ 본 연구는 변연계 아래 피질(infralimbic cortex) 뉴런에 의해 extinction이 조절됨을 규명함 생쥐에서 광유전학(optogenetics)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변연계 아래 피질 뉴런의 활성을 선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extinction에서 그 기능을 연구함.

○ 이 실험 방법을 이용해서 변연계 아래 피질 뉴런이 extinction에 의한 공포 억제에 필수적임을 규명했음. Extinction 기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본 연구결과도 이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공포 기억이 전두엽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규명한 중요한 학문적 가치와 더불어 의학적, 사회ㆍ경

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NEUROPSYCHOPHARMACOLOGY, IF=7.160; Google Scholar 34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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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 Yoo, Kwang-Yeon Choi, Jieun Kim, Mujun Kim, Jaehoon Shim, Jun-Hyeok Choi, Hye-

Yeon Cho, Jung-Pyo Oh, Hyung-Su Kim, Bong-Kiun Kaang and Jin-Hee Han

BAF53b, a neuron-specific nucleosome remodeling factor, is induced after learning

and facilitates long-term memory consolidation

JOURNAL OF NEUROSCIENCE

37(13), 3686-3697

2017

10.1523/JNEUROSCI.3220-16.2017

▣ BAF53b 크로마틴 리모델러를 통한 공포기억 생성 및 저장 연구

○  본 연구는 BAF 크로마틴 리모델링 복합체를 구성하는 인자 중 하나인 BAF53b가 학습에 의해 그 발현이 증가하고 장기 기억형성에

필수적임을 규명함.

○ 기억은 공고화(consolidation)라는 과정을 거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고 생각되고 있음. 유전자 발현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에피지네틱스 기작이 장기 기억 형성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에피지네틱스 기작 중 하나인 크로마틴 리모델링이 공고화에

관련돼 있는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음.

○ 본 연구는 post-mitotic 뉴런에만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BAF53b가 장기 기억 형성에 필요한지 조사했음. 먼저, 공포 학습에 의해 편

도체에서 BAF53b의 발현이 증가함을 규명함. AAV 바이러스를 이용한 knock-down 방법을 이용해서 학습에 의해 유도되는 BAF53b 발현

증가를 억제했을 때 장기 기억 형성이 안 됨을 확인함.

○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한 spine 이미징 분석을 통해서 BAF53b가 학습에 의한 시냅스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함.

(JOURNAL OF NEUROSCIENCE, IF=6.074; Google Scholar 10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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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o Jhang, Hyoeun Lee, Min Soo Kang, Han-Sol Lee, Hyungju Park & Jin-Hee Han

Anterior cingulate cortex and its input to the basolateral amygdala control innate

fear response

NATURE COMMUNICATIONS

9(1), 2744

2018

10.1038/s41467-018-05090-y

▣ 전두엽-편도체 공신경회로의 선천적 공포 조절 연구

○  본 연구는 생쥐를 이용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포식자 냄새 감각자극에 대한 본능적 공포 반응을 결정하는 전두엽-편도체 뇌신경회

로를 발견함.

○ 본 연구 결과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공포에 대한 행동 반응이 뇌 속에 어떻게 코딩돼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학문적 의미를 가지

며, 공황 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불안, 공포 뇌질환의 치료 기술 개발에 중요한 기초 결과로 활용될 것임.

○ 포식자인 여우의 냄새에 생쥐들을 노출한 상태에서, 광유전학 기술을 이용해서 ACC 영역을 억제하거나 자극하여 나타나는 반응의

변화를 관찰하였음.

○ ACC 영역의 뉴런들을 억제하자 여우 냄새에 대한 동결 공포 반응이 크게 증폭되었으며, 반대로 ACC 영역을 자극했을 때는 공포 반

응이 확연하게 감소됨.

○ 본 연구는 선천적 위협 자극에 대한 공포 행동반응 결정을 코딩하고 있는 뇌 속 핵심 신경회로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적 의미가 있고, 또한 ACC 신경회로를 표적으로 하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치료 기술 개발의 학술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

회,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음.

(NATURE COMMUNICATIONS, IF=11.878; Google Scholar 24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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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교

수명

연구

자

등록

번호

이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간호/ 보

건/ 체육/

기타 분야

에 한함)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88

허원도
10138

441

분자

세포

생물

저널

논문

Taeyoon Kyung, Sangkyu Lee, Jung Eun Kim, Taesup Cho, Hyerim Park, Yun-Mi Jeong,

Dongkyu Kim, Anna Shin, Sungsoo Kim, Jinhee Baek, Jihoon Kim, Na Yeon Kim, Doyeon

Woo, Sujin Chae, Cheol-Hee Kim, Hee-Sup Shin, Yong-Mahn Han, Daesoo Kim & Won Do Heo

Optogenetic Control of Endogenous Ca(2+) Channels in Vivo

NATURE BIOTECHNOLOGY

33(10), 1092-6

2015

10.1038/nbt.3350

▣ 세포내 칼슘의 광유전학적 조절 연구

○  본 연구는 빛으로 생체 내 세포 기능을 제어하는 광유전학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수술이나 약물투여 없이 레이저나 LED 빛을 쏘아

알츠하이머, 암 등 칼슘이온 관련 질환의 발병원인을 밝힘.

○ 본 연구는 칼슘이온채널 활성화 기술(OptoSTIM1)을 개발하여 빛을 이용해 생체 내 칼슘이온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빛으로 칼

슘농도를 올렸을 때 생쥐의 기억력이 2배로 향상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보여줌.

○ 빛으로 칼슘이온의 농도를 제어함으로써 세포 성장, 신경물질 전달, 근육 수축, 호르몬 조절 등 생명현상의 조절이 가능해짐. 칼슘

이온채널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광유전학 기술 개발로 다양한 생물학 연구뿐만 아니라 신경생물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연구기법으로 적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기술로 허원도 교수는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을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으로 선정돼 미래부 장관상을 수여함.

(NATURE BIOTECHNOLOGY, IF=31.864; Google Scholar 79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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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교

수명

연구

자

등록

번호

이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간호/ 보

건/ 체육/

기타 분야

에 한함)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89

허원도
10138

441

분자

세포

생물

저널

논문

Hyunjin Jung, Seong-Wook Kim, Minsoo Kim, Jongryul Hong, Daseuli Yu, Ji Hye Kim,

Yunju Lee, Sungsoo Kim, Doyeon Woo, Hee-Sup Shin, Byung Ouk Park & Won Do Heo

Noninvasive Optical Activation of Flp Recombinase for Genetic Manipulation in Deep

Mouse Brain Regions

NATURE COMMUNICATIONS

10(1), 314

2019

10.1038/s41467-018-08282-8

▣ 초고감도 FLP 광단백질 개발

○ 본 연구는 빛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유전자 재조합 효소기술임. 연구의 대상이 된 Flp (플립페이즈, Flippase) 재조합 효소는 FRT

서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효소임.

○ 본 연구는 Flp 재조합 효소가 갈라져 있을 때는 활성을 띠지 않다가 다시 결합하면 활성을 유도하는 기술임. 이를 위해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Flp 효소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곳을 발견함.

○ 이렇게 효소를 자른 조각에는 빛에 반응하여 서로 결합하는 단백질인 마그넷 단백질을 접합하였고, 효소 조각에 빛을 비추어 주면

조각에 접합된 마그넷 단백질이 빛에 반응하여 결합하고, 이에 따라 서로 가까워진 효소 조각도 함께 결합하게 됨. 새로 개량된 유전

자 재조합 효소는 PA-Flp로 명명함.

○ PA-Flp는 일반적인 핸드폰 플래시나 레이저포인터에 해당하는 세기의 빛이 외부에 비추어 져도 활성화됨.

○ 동물의 뇌 기능 연구 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원하는 시간과 위치에서 실험동물의 유전자 발현을 변화할 수 있어 실험

에 드는 노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연구임.

(NATURE COMMUNICATIONS, IF=11.878; Google Scholar 14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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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교

수명

연구

자

등록

번호

이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간호/ 보

건/ 체육/

기타 분야

에 한함)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90

허원도
10138

441

분자

세포

생물

저널

논문

Daseuli Yu, Hansol Lee, Jongryul Hong, Hyunjin Jung, YoungJu Jo, Byung-Ha Oh, Byung

Ouk Park & Won Do Heo

Optogenetic Activation of Intracellular Antibodies for Direct Modulation of

Endogenous Proteins

NATURE METHODS

16(11), 1095-1100

2019

10.1038/s41592-019-0592-7

▣ 빛을 통한 항체반응 조절 기술 개발

○ 본 연구는 빛을 이용해 세포 내 항체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술을 개발함. 세계 처음으로 항체의 활성을 빛으로 조절하는 기술임.

○ 항체를 직접적인 질병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 항체 단백질을 정제하여 투여해주는데, 이때 투여하는 순간부터 항체가 작동하기 시

작해 원하는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항체를 이용한 면역반응 치료에 있어서도 원하는 부위와 시간대

에 항체를 활성화시킬 수 없어 부작용을 초래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빛으로 항체의 활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옵토바디 (Optobody)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함.

○ 또한 세포 내 단백질 기능 억제제로 사용 중인 항체의 활성을 optobody 기술로 조절함으로서 세포 내 단백질의 기능이 빛을 통해

저해됨을 확인함. 본 연구는 항체의 활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며, 특히 빛을 이용해서 시공간적으로 항체 활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에서 획기적이며, 항체 및 항체 조각들이 다양한 생명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optobody 기술이 폭넓게 응용될 수

있다고 기대함.

(NATURE METHODS, IF=28.467; Google Scholar 7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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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교수 국제저명학술지 논문의 우수성 (별도 제출/ 평가)

<표 3-3> 최근 5년간 전체 참여교수 논문 환산 편수, 환산보정 피인용수(FWCI),

         환산보정 IF, 환산보정ES

구분
최근 5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논문 편수

논문 총 편수 134 149 132 151 115 681

논문의 환산 편수의 합 29.2434 32.6123 29.7347 33.934 27.9915 153.5159

참여교수 1인당 논문 환산

편수
5.1171

피인용수

보정 피인용수(FWCI) 값이

있는 논문의 총 편수
131 144 132 143 550

보정 피인용수(FWCI) 합 271.1636 378.3026 330.0876 201.9219 1181.4758

환산보정 피인용수(FWCI) 합 44.4042 46.982 49.4853 35.4467 176.3182

논문 1편당 환산보정

 피인용수(FWCI)
0.3205

참여교수 1인당 환산보정

피인용수(FWCI) 합
5.8772

Impact

Factor (IF)

IF=0이 아닌 논문 총 편수 134 149 132 151 115 681

IF의 합 1138.777 1093.808 971.556 1111.381 816.087 5131.609

환산보정 IF의 합 24.3767 23.3807 23.5805 24.0766 22.2965 117.711

논문 1편당 환산보정 IF 0.1728

참여교수 1인당 환산보정

IF 합
3.9237

Eigenfactor

Score (ES)

ES=0이 아닌 논문 총 편수 134 149 132 151 115 681

ES의 합 48.4514 50.9333 42.3453 33.3643 26.2065 201.3008

환산 보정 ES의 합 47.5186 54.309 49.2547 50.3249 39.3087 240.7158

논문 1편당 환산보정 ES 0.3534

참여교수 1인당 환산보정

ES 합
8.0238

참여교수 수 참여교수 수 =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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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최근 5년간 건축분야 건축학전공 참여교수 논문 및 저서 환산 편수

         (별도 제출/평가)

구분
최근 5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0 0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0 0

기타국제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0 0

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0 0 0 0 0 0

외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0 0 0 0 0 0

저서 또는 논문 총 환산

편수
0.00 0.00 0.00 0.00 0.00 0.00

참여교수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
0

참여교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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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여교수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의 우수성

<표 3-4> 최근 5년간 참여교수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등

연
번

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

강석조 10158980
분자면

역
특허

최병석,강석조,이장현,민지연,전동민,성시은

RNA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암 치료용 약학 조성물

미국 URL입력

10,337,016

2019

면역활성을 유도하는 새로운 종류의 RNA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면역항암제 개발.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활
성화시키는 면역항암제는 임상적 성공으로 인하여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그 시장또한 급성장하고 있음. 민지연 박사는 최병석 교수팀과의 공
동연구로 선천면역경로인 RIG-I의 신규 리간드로 발굴한 RNA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개발하고 이를 암세포에 주입하였을 때 면역학적 세포
사멸을 유도하며 또한 동물모델에서 암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보였고 이를 통하여 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을 개발하여 지적재산권을 창출하
여 “RNA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이라는 기술발명으로 현재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에 특허를 등록하였
고, 유럽의 개별국 진입과 중국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기술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본 연구를 통하여 민지연 박사는 면역학적 지식을 이용하
여 지적재산권을 창출하여 산업화하는 기술화 역량을 습득하였으며 이는 BK21 생물사업단의 비전과 목표와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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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2

강석조 10158980
분자면

역
특허

최병석,강석조,이장현,민지연,전동민,성시은

RNA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암 치료용 약학 조성물

일본 URL입력

6630824

2019

면역활성을 유도하는 새로운 종류의 RNA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면역항암제 개발.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활
성화시키는 면역항암제는 임상적 성공으로 인하여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그 시장또한 급성장하고 있음. 민지연 박사는 최병석 교수팀과의 공
동연구로 선천면역경로인 RIG-I의 신규 리간드로 발굴한 RNA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개발하고 이를 암세포에 주입하였을 때 면역학적 세포
사멸을 유도하며 또한 동물모델에서 암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보였고 이를 통하여 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을 개발하여 지적재산권을 창출하
여 “RNA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이라는 기술발명으로 현재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에 특허를 등록하였
고, 유럽의 개별국 진입과 중국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기술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본 연구를 통하여 민지연 박사는 면역학적 지식을 이용하
여 지적재산권을 창출하여 산업화하는 기술화 역량을 습득하였으며 이는 BK21 생물사업단의 비전과 목표와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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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3

김대수 10134014
신경조

직
특허

김대수,박세근,정용철,이필승,조성호,이건재

오브젝트 탐닉행동을 활용한 동물행동 조절 방법

대한민국 URL입력

10-1887051

2018

현재의 재난지역이나 인간이 탐색하기 힘든 지역에 대한 탐색은 로봇이 주를 이루고 있음. 하지만 단위 가격이 비싸고, 인간이나 동물처럼 유
연하고 자유로운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로봇은 탐색작업에 한계를 갖고 있음. 본 연구팀이 제시한 방안은 동물을 직접 이용하여
유연하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조절하고 구현하는 방법임. 최신 신경자극 기술인 광유전학적 신경자극 기술을 사용하여, 동물의 탐색하고자 하
는 본능과 관련된 뇌 부위를 자극하면 동물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냄. 이는 재난 사고지역의 조사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매장
과 같은 환경정보 수집, 군용로봇을 대체하여 감시, 정찰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음. 그 외에도 세계최초 동물의 3차원 운동이 제어
가능한 애니보그 개발, 애니보그를 활용환 국방 및 민간 정보체계 혁명 및 창조경제 기여, IT,NT,BT 융합기술 활용이 가능한 창조적 인재양성
, 인간에게 확장되어 뇌신경계 질환 및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로 활용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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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4

김대수 10134014
신경조

직
저서

김대수,원종우

과학하고 앉아있네 6 - 김대수의 사랑에 빠진 뇌

동아시아 URL입력

9788962621853

2017

‘과학하고 앉아있네’의 여섯 번째 책 『과학하고 앉아있네 6: 김대수의 사랑에 빠진 뇌』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사랑’을 다룸. 카이스트 생
명과학과 김대수 교수는 동물행동학과 신경과학을 바탕으로 사랑은 어디에서 왔는지, 사랑의 정체는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소개함. 동물도 사랑을 하고 때로는 우리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
떻게 진화하고 발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됨. 또한 최신 신경과학의 성과들은 뇌에서 사랑을 일으키는 ‘사랑회로’가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게 만들었음. 이 책에서는 여러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사랑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사랑을 하는지 묻고 답하며 사랑의 정체를 과학적
으로 탐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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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5

김미영 10709082
종양생

물학
특허

김미영,한용만,홍범진,최정윤

CFC 신드롬 환자의 발달 저해를 완화 할 수 있는 치료용 조성물

대한민국 URL입력

10-2051221

2019

본 발명은 CFC 신드롬을 완화하는 치료물질 발굴에 관한것 임. 보다 상세하게는 2000여중의 임상1-3상에 있는 약물들을 CFC 환자의
induced stem cell에서 분화된 fibroblast에 처리하였을때 그 증상이 완화되는 약물을 발굴하였음. 본 특허는 CFC 치료제 개발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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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6

김선창 10053584 미생물 특허

김선창,최길주,정석채,박명근,김우현,임수환,임완택

인삼 유래의 당전이효소를 이용한 신규한 진세노사이드 당전이 방
법

일본 URL입력

6526716

2019

본 발명은 프로토 파 낙사 디올 (PPD)-또는 프로토파 낙사 트리 올 (PPT)-타입 진세노 사이드의 C-20 위치에서 히드 록 실기에 대한 글리코
실화 활성을 갖는 우리 딘 디 포스페이트 (UDP)-글리코 실 트랜스퍼 라제 단백질 및 이의 글리코 실화 방법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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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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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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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7

김선창 10053584 미생물 특허

김선창,성봉현,양경석,이준형,임기정,박명근

리파아제 활성이 증대된 양친매성 펩타이드-리파아제 결합체 및 이
의 용도

대한민국 URL입력

10-1887732

2018

본 발명은 리파제 활성이 증강된 양친 매성 펩티드-리파제 접합체, 접합체를 코딩하는 폴리 뉴클레오티드, 폴리 뉴클레오티드를 보유하는 발
현 벡터, 발현 벡터를 고정시키는 형질 전환 체, 접합체를 제조하는 방법, 접합체를 사용한 지방분 해 방법, 및 리파제를 사용하여 바이오 디젤
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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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8

김세윤 11082314
신호전
달생화

학
특허

김세윤,한용만,김영란,이슬기

Composition for preventing and treating acetaminophen
inducing hepatotoxicity containing TNP(N2-(m-
Trifluorobenzyl), N6-(p-nitrobenzyl)purine) as an effective
ingredient

미국 URL입력

9,636,343

2017

본 기술은 인간줄기세포로부터 분화,배양한 인간 간세포를 분석 플랫폼으로 적용하여 간독성 보호물질을 발굴한 것임. 아세트아미노펜은 과
다복용에 의하여 간기능 장애 및 간독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로 보호물질 개발이 필요함. TNP(N2-(m-Trifluorobenzyl), N6-(p-
nitrobenzyl)purine)는 이노시톨 헥사키스포스페이트 카이네이스 저해제로 개발된 물질로 이노시톨 인산 대사를 제어할 수 있음. 인간줄기
세포 유래 간세포를 활용하여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간세포 괴사 및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하는 보호물질로서 TNP의 효능을 규명하는데 성
공하였음.  미국에  특허등록된  본  기술은  간독성  억제의  새로운  타겟으로서  이노시톨  인산  대사의  중요성을  발굴하였다는  점과  함께
QC/QA의  조절이  가능한  인간  줄기세포유래  간세포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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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9

김은준 10105350
분자신
경생물

특허

김은준,강봉균,이민구

ＳＨＡＮＫ2 유전자가 결실된 자폐증 모델 형질전환마우스 및 그
용도

대한민국 URL입력

10-1499299

2015

본 발명은 Shank2 유전자가 결실되고 NMDA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폐증 모델 형질전환체에 관한 것임. 자폐증은 사
회성 결핍과 반복행동 등을 수반하는 뇌발달장애임. 최근 자폐증의 유병률이 증가하여 자폐증의 원인 규명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병 원인과 치료제는 없는 실정임. 자폐증의 경우 다른 정신질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전율
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폐증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와 이를 이용한 자폐 모델 동물은 자폐증의 발생 기전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치료
제 개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함. Shank2 단백질은 흥분성 신경 시냅스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scaffolding 단백질이며, 신경세포 수상돌기에
서 다른 여러 단백질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시냅스의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본 발명에서는 자폐증의 발병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고자 Shank2 유전자를 결실시킨 형질전환마우스를 제작하고 자폐증의 임상적 특징이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NMDA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자폐증이 발생하였음을 밝혀냄. 본 형질전환마우스는 향후 자폐증 치료 후보물질을 선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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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0

김재훈 10976371
단백질
생화학

특허

김재훈,박기현

인간 H3K4 메틸화 효소 복합체의 순수 정제 방법

대한민국 URL입력

10-1694323

2017

척추동물에서 H3K4 메틸화의 결손은 암 발병, 발달 결함의 질병을 유발함으로 각 복합체의 효소 활성에 대한 이해는 이들 복합체와 관련된
질병의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임. 본 발명은 인간 히스톤 메틸화에 관여하는 6종의 인간 H3K4 메틸화 효소 복합체 및 이의 구성인자 정제 방법
에 관한 것으로, 배큘로바이러스 발현 시스템을 이용한 인간 H3K4 메틸화 효소 복합체의 효소 활성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도메인 및 구성인자
로 이루어진 핵심 복합체의 순수 정제, 구성인자 확인을 위한 키트를 제공하여 암을 포함하는 질환진단용 시험관 내 히스톤 메틸화 분석에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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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1

김진우 10161893
신경계

발생
특허

김진우,김남석

Vax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신경세포 재생 또는 신경세
포 성장 촉진용 약학적 조성물

대한민국 URL입력

10-1742650

2017

시신경축삭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VAX1 단백질을 녹내장과 같이 시신경 퇴화가 일어난 질환 치료제로 적용하는 기술. 관련 특허 = Vax 단백
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신경세포 재생 또는 신경세포 성장 촉진용 약학적 조성물 (국내 특허 등록 1742650); NERVE REGENERATING
OR NERVE GROWTH-PROMOTING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NTAINING VAX PROTEIN AS ACTIVE INGREDIENT (미
국 특허 등록 US 9968651B2): EU 특허 등록 307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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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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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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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2

김진우 10161893
신경계

발생
기술이전

김진우,김남석

NERVE REGENERATING OR NERVE GROWTH-PROMOTING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NTAINING VAX
PROTEIN AS ACTIVE INGREDIENT

BrainEver URL입력

23,302 (천원)

2016

시신경축삭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VAX1 단백질을 녹내장과 같이 시신경 퇴화가 일어난 질환 치료제로 적용할 목적으로 프랑스 BrainEver사
에 총 213만달러 규모의 기술이전을 완료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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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3

김찬혁 10192499
분자면

역
창업

김건수,김찬혁

키메라항원T 세포 치료제

㈜큐로셀 URL입력

50,000 (천원)

2016

큐로셀은 국내 최초의 CAR-T 치료제 전문 회사임. CAR-T  치료제는 항암 면역세포치료제로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래형 항암제임
. 큐로셀을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면역세포치료제의 임상 진입을 가속화 함으로써 선도 그룹과의 연구 및 개발 격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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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4

김찬혁 10192499
분자면

역
기술이전

김찬혁,이영호,이유진,이형지,이상훈

2종의 shRNA를 이용한 기능강화 면역세포 및 상기 면역세포를 포
함한 약학적 조성물

큐로셀㈜ URL입력

50,000 (천원)

2018

CAR-T 세포의 면역관문 수용체의 발현을 억제시킬 수 있는 2종의 shRNA를 동시에 발현하는 새로운 벡터 시스템을 개발함. 이를 통해 면역
억제 환경에 저항성을 갖고 높은 항암능력을 유지하는 향상된 CAR-T 치료제 개발이 가능함. (대한민국 특허 등록번호 10-189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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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5

김학성 10106910
생물화
학공학

특허

김학성,정수교,손유경

브루톤티로신키나아제의 SH2 도메인(Src homology 2
domain)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신규한 폴리펩티드 및 이의 용도

대한민국 URL입력

10-2056386

2019

브루톤티로신키나아제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외투세포림프종 등 다양한 B 세포 악성 종양에서 세포 분열과 증식에 관여하는 중요한 인자
임. 현재 개발된 브루톤티로신키나아제 치료제는 화학 약물로 한정되어있으며, 대부분의 화학 약물들은 인산화 효소의 ATP 결합부위를 표적
으로 하고있어 돌연변이로 인한 약물 저항성에 매우 취약함. 따라서, ATP 결합 부위가 아닌, 활성을 조절하는 알로스테릭 도메인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약물 대체제 개발을 위해, 본 연구진은 리피바디 (repebody)라는 단백질을 이용하여 브루톤티로신키나아제의 SH2 도메인에 선
택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폴리펩티드를 설계하였음. 선별된 리피바디는 SH2 도메인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인산화효소의 활성을 저해했을
분만 아니라, 세포전달 펩티드와 융합하였을 경우, 생물학적인 세포 성장 저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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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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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6

김학성 10106910
생물화
학공학

특허

김학성,정수교,허우성,김종원,이중재

쥐 또는 토끼의 면역글로불린 G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신규한 폴
리펩티드 및 이의 용도

대한민국 URL입력

10-1818152

2018

생물학적  면역분석법에  활용되고  있는  일차  면역  글로불린  G의  제작을  위해  LRR(leucin-rich  repeat)의  구조를  갖는  리피바디
(repebody)라는 단백질을 이용하여 기존의 이차 면역글로불린 G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폴리펩타이드를 설계하였음. 이는 항체와 비교하
였을 때, 1/5의 수준의 크기를 가지며, 대장균에서 대량생산 가능하여 생산 단가를 낮출 뿐만 아니라, 열 및 pH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여 산업
적인 사용에 큰 장점이 있음. 쥐와 토끼의 면역글로불린 G에 특이적인 결합단백질을 개발하기 위해, 돌연변이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고 모듈 기
반 결합력 증대를 통해 쥐와 토끼의 면역글로불린 G에 특이적인 결합력을 갖는 신규한 폴리펩타이드를 선별하였으며, 선별된 리피바디는 다
양한 면역분석법에 응용되어 그 효과를 입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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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7

송지준 10160883
구조분
자생물

특허

송지준,남승훈,장훈식,남기태,안중현

보툴리늄 독소 검출용 센서 및 이의 이용한 보툴리늄 독소 검출 방
법

대한민국 URL입력

10-1842007

2018

본 발명은 독성 펩타이드 물질인 보툴리늄 독소(botulinum neurotoxin)을 검출하기 위한 신규 센서 및 이를 이용한 보툴리늄 독소 검출 방
법에 관한 것임. 현재까지의 독소 검출법은 동물실험을 통한 검출법으로 높은 선택성과, 고 검출능을 가지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 시간이 수 일
이 걸리며,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 관리를 위한 설비가 갖춰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요구됨. 그리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센서로 개발하
기 위해서는 짧은 검출 시간과 높은 검출능 그리고 저렴한 센싱 방법이 필요함. 본 발명은 보툴리늄 독소를 검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중, 보툴
리늄 독소의 촉매 특성을 나타내는 light chain을 검출 물질로 하는 센서가 기존의 센서보다 선택적 및 안전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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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8

이균민 10082559
생물화
학공학

특허

이균민,유다영,노수민

A cell line which is knockout the glutamine synthetase
gene and a method of producing target proteins using the
above GS knockout HEK293 cell line

미국 URL입력

9,567,578

2017

인간 유래 세포주(HEK293 세포)에서 GS 유전자를 낙아웃한 HEK-GS KO 세포주를 처음으로 구축하여 특허 등록함. 해당 세포주 구축과 함
께 설치류 유래의 CHO 세포에서만 사용되던 단백질 의약품 생산 시스템인 GS 유전자 증폭 시스템을 인간 유래 세포주인 HEK293 세포주에
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간 유래 세포주 특이적인 단백질 의약품 생산 세포주 구축 방법을 최초로 개발함. 본 특허를 통하여 과거 CHO 세포
위주로 이용되던 단백질 의약품 생산 시스템을 인간 유래 세포주로 확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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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9

이대엽 10164158
분자세
포생물

저서

이대엽,권창섭

후성유전학개론

범문에듀케이션 URL입력

9791159430701

2017

후성유전학은 DNA 에 어떤 물리적인 변형이 없이 유전될 수 있는 생물학적인 기본 분자 기전이며 맨델이 제안한 고전 유전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학문으로 20세기 후반에 태동한 학문체계임. 대부분의 현대생물학과 의학에 관련된 다양한 현
상 및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어디에도 후성유전학을 개론 수준으로 가르킬 수 있는 교재가 존재하
지 않음.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이를 가르칠 수 있는 후성유전학 개론을 출간하였
음. 13개의 chapter로 구성된 후성유전학 개론은 후성유전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요를 설명한 후, 후성유전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
고 있는 모델 생물체에서 특히 중요하게 발견된 사실과 분자 기전을 설명하고 후성유전학적인 분자 기전의 핵심인 히스톤 코드와 그 매개 단
백질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조절되는 핵심 작용인 mRNA 전사에 대해서 설명하게 구성하였음. 모든 교수님들이 한 학기 분량으로 충분히
강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각 chapter 말미에는 해당 chapter 에서 얻은 지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연습 문제를 포함하고 있
음. 또한 교수님들을 위해 별도의 강의자료(PPT)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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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20

임대식 10055100
세포신
호전달

특허

임대식,김택훈

SRF-YAP 및 YAP 시그니쳐를 이용한 줄기세포특성을 보이는 기저
양 유방암 및 삼중 음성 유방암 진단 및 치료방법

대한민국 URL입력

10-1926841

2018

삼중음성유방암과 기저양(basal-like) 유방암은 상대적으로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비특이적 항암치료 이외에 호르몬
치료나 표적 치료 등의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에서 기인하여,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제의 발굴이 필요한 실정임. 본 발명은 SRF-YAP 과
발현 종양줄기세포 특성의 기저양 유방암 또는 삼중 음성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신규 바이오마커 개발과 이들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
용 조성물과 방법에 관한 것으로, 유선줄기세포를 유도할 수 있는 SRF-YAP와 관련된 MASC-YAP 시그니쳐 유전자들을 발굴하여 이들 유전자
의 mRNA 또는 그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기저양 유방암 및 삼중 음성 유방암 중에서도 SRF-YAP 과발현 유전 종양 줄기세포 특
징을 보이는 유방암의 효과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함. 더 나아가, 상기 MASC-YAP 시그니쳐 전사인자(유전자) 활성화 억제 또는 이들의 단백
질에 결합하는 물질의 투여에 의해 SRF-YAP 과발현 유전종양줄기세포 특징을 보이는 삼중 음성 유방암 및 기저양 유방암에 대한 치료 효능
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약학적 조성물 및 스크리닝 방법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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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21

전상용 10128943

생물약
제학/약
물송달

학

기술이전

전상용

"‘빌리루빈 나노메디신 원천기술‘ 3건
 - 빌리루빈 나노입자, 이의 용도 및 제조방법
 - 빌리루빈 유도체 및 금속을 포함하는 입자
- 빌리루빈 유도체 기반의 진단 및 치료용 초음파 조영제"

㈜빌릭스 URL입력

300,000 (천원)

2019

빌리루빈이 가지는 단점은 해결하고 항산화/항염증 장점만을 살린 ‘PEGylated bilirubin’ 기반한 빌리루빈 나노메디신 원천기술을 세계최
초로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통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음 (정액기술료 21억원).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암 특
이적 약물전달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임. 또한, 약물전달체 자체가 독성이 없으면서 약효를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적임. 페길화 빌리루빈 나노
입자는 이상적인 약물전달체가 될 가능성이 높음. 페길화 빌리루빈 나노입자가 높은 농도의 활성산소나 장파장의 빛에 노출되었을 때 입자가
와해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자극감응형 약물전달체(drug delivery system)로서의 가능성을 세계최초로 보여주었음.
실제 인간암 동물모델에서 항암제인 독소루비신을 선적한 페길화 빌리루빈 나노입자가 암 조직에 효과적으로 항암제를 전달하여 암을 제거
할 수 있음을 보여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음. 결론적으로, 페길화 빌리루빈 나노메디신은 다양한 난치성 염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
는 획기적인 만능 염증 치료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항암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 약물전달시스템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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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22

전상용 10128943

생물약
제학/약
물송달

학

창업

김명립,전상용

빌리루빈 의약품

㈜빌릭스 URL입력

50,000 (천원)

2018

"페길화 빌리루빈을 이용한 난치성 염증질환 치료제 개발  (염증성 대장질환, 허혈성 간질환, 천식, 췌장소도세포 이식, 동맥경화,  장기이식,
뇌졸증, 류마티스 관절염 , 심근 경색 등에 적용).
- 페길화 빌리루빈을 이용한 종양미세환경 표적형 약물전달시스템 개발.
- 페길화 빌리루빈을 이용한 ‘활성산소 감응형’ 의료영상용 나노메디신 개발.
- 페길화 빌리루빈을 이용한 나노바이오 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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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23

조병관 10964050
생물화
학공학

특허

조병관,김동립,전민수,황정훈 ,허창성,김선창

다공성 다중 구조체 및 그 제조 방법

대한민국 URL입력

10-1743355

2017

최근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미생물을 활용한 미생물 연료전지 혹은 미생물 화학물질 생산시스템 개발이 주목받고 있음. 특히 무한 청정에
너지원인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기 혹은 수소를 미생물에 공급하여 전기생합성 반응을 통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옴. 이러
한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석유산업이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원과 화학물질 생산을 동시에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혁신이 기대됨. 이 때 대량 생산을 위한 미생물의 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미생물 전기생합성을 극대
화시킬 수 있는 구조체를 개발하는 것임. 구조체를 이용하면 기존에 자연 전기 전달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생합성 효율이 극대화되고, 쉽
게 컨트롤 가능하며, 상황에 맞게 구조체를 변형시키기 용이한 장점이 있음. 본 발명의 목적은 공극 사이의 연결통로면적을 증가시켜 공극률
을 향상시킨 다공성 구조체와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음. 본 연구진이 개발한 다공성 구조체는 프레임에 의해 구현된 다수의 공극이 최조밀
분포 상태를 갖고, 대칭구조로 형성된 다수의 연결통로에 의해 다수의 공극이 서로 3차원으로 연결되므로 공극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 효
과가 있음. 이를 통해 전기생합성 효율 면에서 이 분야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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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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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24

조병관 10964050
생물화
학공학

특허

조병관,이남일,신종오,이균민,박진형

차세대 시퀀싱 기반 재조합 단백질 발현을 위한 세포 내 핫스팟 영
역 탐색 방법

대한민국 URL입력

10-1947869

2019

재조합 단백질 또는 의약품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며, 동물세포에서 발현시켜 세포 외로 분비시켜 생산함. 박테리아 또는 곤충세
포를 이용 시 발현양은 많지만, 동물세포에서 발현된 단백질은 단백질 접힘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또한 글라이코실화와 같은 번역 후 변형
이 이루어져 완전한 형태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고생산성 세포주를 구축하기 위해 무작위 위치에 유전체에 통합된
타겟 생산유전자를 고발현하는 클론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시간, 노동적인 면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본 발명은
CHO 세포 내에 존재하는 목적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핫스팟영역과 그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녹색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는 벡터를 유전체 내 통합하여 형광 단백질을 고발현하는 CHO 세포주를 유세포 분석기를 통해 분리하고, 한계 희석법을 통
해 단일 클론을 획득한 후, 해당 유전자의 삽입 위치를 차세대 시퀀싱을 통해 분석하여 핫스팟 영역을 찾아냄. 이 방법을 통해 고생산 세포주를
제작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세포주의 개발에 적용 가능하여 전반적인 관련 산업분야로의 이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 우수성, 기대효과 면에서 모두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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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25

한용만 10110206
발생공

학
특허

한용만,김영진,김하일

Method for preparing endocrine aggregate of insulin-
producing beta cells from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미국 URL입력

9,988,605

2018

사람 줄기세포를 통하여, 당뇨병 치료를 위해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를 포함한 췌장 유사체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연구팀은 배아 줄기 세포를 통해 포도당에 반응하여 인슐린을 생산하고, 치료 효과를 갖는 췌장 유사 클러스터 분화 방법을 확립하
였음. 이러한 유사 3D 클러스터들은 기존의 2D 세포들 보다 포도당이나 포타슘 채널 억제제에 반응하여 효과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였음. 게
다가 베타 세포가 없는 쥐에게 이러한 세포 모사체를 이식하였는데 40일 이상 동안 정상적인 혈당량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었음
. 또한 역분화 줄기세포로도 이러한 모사체 분화가 가능하였음. 이러한 기술을 통해 당뇨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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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26

한용만 10110206
발생공

학
특허

한용만,한규민

심장-얼굴-피부증후군의 유도-만능 줄기세포 모델 및 이의 용도

미국 URL입력

10,174,288

2019

CFC 신드롬의 유전자변이를 가진 마우스의 표현형 분석을 통해 척추 뼈의 기형 및 골밀도 저하 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나, 인간에
서 관찰되는 모든 골격계 증상을 대변하지 않으며 또한 발병 기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임. 또한 마우스와 사람의 종간
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CFC 환자로부터의 시료를 이용한 CFC 신드롬의 골격계 질환 메커니즘 연구 및 치료제 스크리닝이 요구됨. 우리 연
구팀은 CFC 신드롬 환자의 섬유아세포로부터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CFC 신드롬 환자에서 나타나는 골격계 관련 증
상의발병 기전을 탐색하였음. 그 결과 CFC 신드롬 환자로부터 유래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중간엽 줄기세포 단계를 거쳐 조골세포로 분화 유
도시, 정상 대조군에 비해 조골세포로의 분화가 저해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p-SMAD2를 저해하는 화합물인 SB-431542를 처리하여 분화
능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아울러 조골세포의 ALP(Alkaline Phosphatase) 효소활성을 측정하는 대용량 약물후보물질 스크리
닝 플랫폼을 구축, 조골세포의 ALP 효소 활성을증가시키는 화합물을 발굴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 본 발명을 완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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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27

한진희 10120453

인지신
경과학
/신경생

물학

특허

김선창,한진희,정석채

진세노사이드 F1을 포함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용 조성물

대한민국 URL입력

10-1777920

2017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퇴행성뇌질환인 치매 치료는 인류가 직면한 해결과제임. 신약개발을 위한 그동안의 지속적이고 막대한
연구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는 상황임. 본 발명은 치매모델 생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인삼에 포함된 마이너진
세노사이드 중 하나인 F1이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 효능과 기억향상 능력이 있음을 보인 연구결과임. 치매 예방 및 치료 목적의 건강보조 기
능 식품 개발에 사용가능한 후보 물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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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28

한진희 10120453

인지신
경과학
/신경생

물학

특허

김선창,한진희,정석채

진세노사이드 F1을 포함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용 조성물

일본 URL입력

6300285

2018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퇴행성뇌질환인 치매 치료는 인류가 직면한 해결과제임. 신약개발을 위한 그동안의 지속적이고 막대한
연구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는 상황임. 본 발명은 치매모델 생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인삼에 포함된 마이너진
세노사이드 중 하나인 F1이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 효능과 기억향상 능력이 있음을 보인 연구결과임. 치매 예방 및 치료 목적의 건강보조 기
능 식품 개발에 사용가능한 후보 물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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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29

허원도 10138441
분자세
포생물

특허

허원도,이상규,박혜림

세포 내에서의 빛을 이용한 가역적 단백질 나노클러스터 형성방법

미국 URL입력

9,708,381

2017

본 발명은 표적 단백질 기능의 가역적 저해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광유도 나노클러스터 형성을 이용한 단백질간 상호작용 분석용
분석 방법을 제공함. 자기조립 단백질 및 광유도 이형 이합체 형성 단백질을 포함하는 융합단백질, 상기 과유도 이형 이합체 형성 단백질과 상
호작용하여 이형 이합체를 형성하는 짝 단백질 및 표적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는 미끼 단백질을 상기 표적 단백질을 내재 단백질로 발현하는
세포 혹은 개체에서 미끼 단백질과 결합된 나노입자와 내재성 표적 분자가 광조사를 통하여 나노클러스터를 형성하며, 표적 분자의 활성이 저
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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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30

허원도 10138441
분자세
포생물

특허

허원도,김선창,이상규

나노클러스터 형성을 이용한 단백질간 상호작용 분석 방법 및 키트

미국 URL입력

9,784,747

2017

본 발명은 자기조립을 하는 페리틴 단백질에 형광단백질 및 미끼(bait) 단백질을 연결한 제1융합단백질과 페리틴 단백질에 동일 형광단백질
및 표적(pray) 단백질을 연결한 제2융합단백질을 하나의 세포주에서 동시에 발현시킨 후, 상기 미끼 단백질과 표적 단백질의 상호작용 여부
를  자기조립된  형광  나노입자의  클러스터  형성에  따른  발광패턴의  차이로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09-
0018585호에 개시된 기술은 하나의 나노입자 내에 미끼 단백질과 표적 단백질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 나노입자내에서 미끼 단백질과
표적 단백질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나노입자간의 상호작용이 저해되는 위음성(false-negative)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나노입자에 존
재하는 미끼 단백질 또는 표적 단백질 사이의 동형이량체 형성(homodimerization)에 따른 위양성(false-positive)이 나타날 수 있음. 본 발
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여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노클러스 형성을 이용한 단백질간 상호작용 분석 방법 및
키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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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업적물

④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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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1

 Autistic-like social behavior in Shank2-mutant mice improved by restoring 

NMDA receptor function. 

[Nature 486:261-265, (2012). IF=43.070, Google Scholar 449회 인용]

그림. Shank2가 결핍 생쥐에서 보이는 사회성 감소의 NMDA 수용체 자극 

(D-cycloserine)을 통한 회복.

○ 자폐증은 사회성 결핍 및 반복행동을 주 증상으로 정신지체, 간질, 불안 및 과잉

행동 등을 동반하는 뇌 발달 장애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1~2%인 약 1~2억명

이 자폐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자폐증의 주 증상 (사회성 결핍 및 반복행동)

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없으며, 자폐에 동반되는 증상 (간질, 불안 

및 과잉행동 등)을 줄여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Shank2 유전자는 흥분성 시냅스에 존재하는 핵심 신호 조절 단백질로서, 인간

에서 자폐증 및 지적발달 장애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hank2

가 어떻게 자폐증 등의 기타 뇌질환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 본 연구에서 Shank2가 결손 생쥐를 제작하여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감소 및 반복 행동 등의 자폐 유사 행동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전기생리학

적 연구를 통하여 Shank2 결손 생쥐에서 흥분성 시냅스에 존재하는 NMDA 수용체

의 기능이 감소하였음을 밝힘. 

○ 더 나아가 약물처리를 통하여 NMDA 수용체의 기능을 회복시켜주었을 때 사회

적 행동이 개선됨을 보였다 (그림 참조). 이는 NMDA 수용체의 기능 감소가 자폐 

유사 행동을 유발하며, NMDA 수용체의 기능 향상이 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됨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NMDA 수용체의 기능이상이 자폐증과 관련된 사회성 결

핍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세계 최초의 연구였다. 본 연구는 자폐를 

NMDA 수용체의 기능이상으로 설명하는 많은 후속 연구들을 촉발 시켜 학계와 언

론에 주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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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메틸화된 LIN28A의 let-7 miRNA 성숙과정 저해 기전

 SET7/9 methylation of the pluripotency factor LIN28A is a nucleolar localization 

mechanism that blocks let-7 biogenesis in human ESCs. 

[Cell Stem Cell 15, 735-749, (2014). IF=21.464, Google Scholar 44회 인용]

○ MicroRNA (이하 miRNA)는 약 22 nucleotide 길이의 noncoding RNA로서 다양한 

진핵 생물에서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miRNA인 let-7 miRNA는 C. elegance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miRNA 중 하나로서 

C. elegans (예쁜꼬마선충)의 발달 시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C. elegans 뿐만 

아니라 초파리, 포유류에도 존재함.

○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주요 인자 중 하나인 LIN28은 인간, 쥐와 같은 포유류에서 

LIN28A와 LIN28B의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며 줄기세포의 자기재생과 전분화능 그

리고 분화와 발달과정을 조절하는 중요하며, 세포성장 조절에 결정적인 c-Myc 유

전자 발현을 조절하여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조절에도 관여한다. Let-7 

은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통해 성숙 let-7 miRNA를 생성하는데, LIN28은 여러 

단계의 let-7 성숙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세포성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짐.  

○ 본 연구는 LIN28A는 텃효소-비의존적으로 핵에서 성숙 let-7의 생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혔다. LIN28A는 주로 세포질에 존재하지만 일부 핵 내에도 

존재하는데, 핵 내에서 히스톤 모노메틸화 효소인 SET7/9과의 결합을 통해 135번

째 라이신에 특이적으로 모노메틸화 된다. 이 모노메틸화된 핵 내 LIN28A는 에서 

pri-let-7 과 다중 복합체 형성을 촉진하고 LIN28B와 유사하게 인 (Nucleolus)으로 

이동함으로써 pri-let-7 이 Dicer에 의해 성숙되는 것을 저해함 (그림). 

○ 또한 LIN28B가 발현되는 특정 암세포의 경우 LIN28B 역시 LIN28A와 유사하게 

DIS3L2와 상호작용하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Suzuki et al., 2015). 이런 최

근의 연구결과로 미루어보아 LIN28A와 LIN28B의 let-7 성숙 저해 과정이 어느 정

도 공통적인 기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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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 빛으로 시공간적이고(spatiotemporal) 가역적인(reversible) 칼슘이온 조절 가능 

 Optogenetic control of endogenous Ca(2+) channels in vivo. 

[Nature Biotechnology, 33(10):1092-1096, (2015). 표지논문으로 게재, IF=31.864; 

Google Scholar 79회 인용]

○ 광유전학(optogenetics)은 빛으로 생체 조직의 세포들을 조절하는 기술임. 2005년 스탠포

드대 칼 다이서로스 교수가 빛에 자극을 받는 뉴런 패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이래 뇌과

학 연구 분야의 필수기술로 자리 매김함. 

○ 본 연구는 빛으로 살아 있는 생체 내의 칼슘이온을 제어하는 광유전학 원천기술을 개발

함. 칼슘이온은 세포의 성장과 신경전달, 호르몬 조절, 근육수축, 혈액응고 등 생명현상 대

부분에 관여하는 중요한 이온신호임. 세포 내 칼슘이온이 부족하면 인지장애, 운동실조, 심

장부정맥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기존의 칼슘이온 조절 기술들은 시공간적 

조절이 불가능하고, 생체 내 적용이 어려우며, 칼슘이온 유입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 본 논문은 빛을 이용해 생체 내 칼슘이온 유입률을 높이는 광유도 칼슘이온채널 활성화 

기술(OptoSTIM1)을 개발함. 청색 빛을 쬐면 복합체를 형성하는 식물 단백질과 복합체를 이

룰 때만 작동하는 인간의 칼슘이온 채널 활성화 단백질을 융합해 빛의 강도와 노출시간에 

따라 원하는 만큼 칼슘이온 유입량과 잔류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임. 특히 칼슘이온채

널 활성화 기술은 정상세포와 암세포, 인간배아줄기세포 및 제브라피쉬 등에서 빛을 쬐면 

칼슘이온 유입이 활성화 되는 것을 확인함. 

○ 또한 같은 기술이 적용된 쥐의 뇌에서 학습능력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2배로 높이는 데 

성공함에 따라 약물과 전기자극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신경질환과 칼슘이온 관련 질환의 비

침습적(non-invasive) 치료법 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본 기술은 빛으로 암세포

와 인간배아줄기세포 등 매우 다양한 세포 타입에서 효율적으로 칼슘조절을 유도

할 수 있고 향후 세포 내 칼슘조절에 관여하는 새로운 약물 타겟을 발굴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본 연구에서는 쥐의 뇌에 이 기술을 적용시켜 쥐의 기억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약

물과 전기 자극에 의존하던 기존의 칼슘관련 뇌질환 치료법에 빛을 통한 치료라

는 새로운 치료법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이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본 연구는 세

계적인 권위지인 Nature Biotechnology지 2015년 10월호에 표지논문으로 게재됨.

249 / 802



1. 참여교수 연구역량

1.3 교육연구단의 연구역량 향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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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전략

KAIST VISION2031 에 기초하여, BK21 Four생물사업단의 연구혁신 전략수립 

1) 미래선도형 연구: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

2) 난제돌파형 연구: ‘인류복지를 위한 목표지향적 연구’

3) 가치창출형 연구: ‘경쟁을 넘어 가치 추구’

4) 초일류 연구공동체: ‘교육-연구-산업의 선순환 시스템 확립’

 미래 선도형 창의적 연구 

○ 4차 산업시대,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업발전에 발맞추어 생명과학 관련 R&D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미 정점에 이른 학문분야를 경쟁적으로 따라잡는 추

격형 연구를 배제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선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사업단 내 다양한 연구과제들 중“The best, The first, The only”의 특징

을 갖는 특이점 (Singularity)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여 세계적인 연구트렌드를 

리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본 사업단의 기술적, 학문적 특이점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함. 특이

점 기술예시는 다음과 같음.

- 허원도 교수: 빛으로 세포 내 다양한 분자를 조절할 수 있는 분자광유전학 분야 개척 

(2020 KAIST 글로벌 특이점 과제 및 2020 삼성미래기술 과제 선정)

- 정원석 교수: 신경교세포의 시냅스 내포작용이라는 새로운 가설로서 뇌의 학습 및 기

억,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기전 연구 수행 중 (2018 삼성 미래기술 연구재단 과제 선정)  

- 김상규 교수: 동물-식물 상호작용을 통한 생태계 조절 연구 (2019 여천생태학상 수상, 

2019 삼성미래기술과제)

- 김진우 교수: 눈 발생 및 안구질환의 신호전달 기전 및 조절 연구 (2018 삼성미래연구

재단 과제 선정) 

- 윤기준 교수: 뇌 오가노이드 생산기술 (2019 서경배 과학재단 연구과제 선정, 2019 다

롄 세계경제포럼 초청강연) 

- 한진희 교수: 공포기억 저장 및 소거 기술 (2018 삼성미래기술 연구재단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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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카이스트 BK21 FOUR 생물사업단의 특이점 기술 및 연구과제

- 김대수 교수: 동물행동 조종기술 MIDAS 및 메타인지 기반 인공지능 기술 (2014 삼성

미래기술 연구재단 과제 선정, 2019 뇌융합연구단장, 2018 KAIST 10 대 연구상, 2018 KI 

융합연구상) 

- 전상용 교수: 빌리루빈 나노복합체를 활용한 항암 및 면역조절 기술 (2019 리더연구자 

과제, 2019 KAIST 학술상)

 난제 돌파형 연구 전략  

○ 2020 COVID-19 사태에서 보듯이 생명과학은 인류의 건강 및 수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21 세기 미래 생명과학 연구는 인류가 당면한 생명과학분야의 난제를 적극 해결하

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임. 

○ 난제 지향적 연구 지원: 본 사업단에서는 현재 보유한 특이점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

과 세계가 당면한 난제를 공략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적극 제시할 것임.  

○ KAIST 글로벌 전략 연구소 (GSIF)와 협력하여 세계적인 석학들과 세계경제포럼 등 

선구적인 난제 극복을 위한 국제그룹들과 적극상호작용 할 것임. 생명과학 관련 난제 

국제포럼 및 초청강연을 적극 추진할 것임.  

☞ 2020 년 4 월 21 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국제 포럼 

https://m.youtube.com/watch?feature=share&v=UvLR9UvUbhA

☞ 2019 KAIX 신경과학 포럼:  본 사업단 국제 S 급 연자 초청 강연 시리즈 개최

☞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뉴딜 정책 발굴 및 연구개발. 

○ BK21 FOUR 생물사업단 선정 3 대 주요 관심 난제

-난치성 질환 극복: 암, 비만 등 대사질환, 치매 파킨슨 병 등 뇌질환, COVID-19 등 

전염성 바이러스. 

-노화 및 수명연장: 모델 동물을 통한 수명연장 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및 환경오염: 동물-생태계 상호작용 연구 및 생체독성 진단 연구 (미세먼지, 

신생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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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가치 창출 연구 전략 

○ KAIST BK21 FOUR 생물사업단은 미래 사회 및 산업 수요 예측을 통해 미래 가치 창출이

가능한 생명과학분야 연구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 미래 사회 및 산업의Unmet Need 분야의 연구 수행. 산업체와 협력 및 산업체의 현실

적 필요에 부합하는 고급 연구인력 양성 연구 지향.

○ 기존 제약 및 생명과학 산업체의 연구소와 협력연구 추진내역 예시.

- 전상용 교수: 2019~2020, 21 억 기술이전. ㈜ 빌릭스. “항암 및 면역조절을 위한 빌리

루빈 나노복합체”

- 김대수 교수: 2019~2020,  ㈜ 한미약품 납품 (1 억)/ ㈜ 소바젠 (1 억). “약물 효능 행

동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행동분석 시스템”

- 정원석 교수: 2018~2020,  ㈜ ABL 3.4 억, ㈜ 아밀로이드 솔루션 1억 4 천. “알츠하

이머 치료항체 개발 및 치매 약물 스크리닝”

- 김찬혁 교수: 2018~ ㈜큐로셀과 계약 (0.5억)“2종의 shRNA를 이용한 기능강화 면역

세포 및 상기 면역세포를 포함한 약학적 조성물”기술이전

- 한용만 교수: 2017~ ㈜토트사이언스 (0.1억)“인간 다능성 줄기세포로부터의 인슐린 

생산 베타 세포의 내분비응집체의 제조방법” 

- 김학성 교수: 2015~ ㈜케어이엔지와 계약 (0.1억)“반복단백질의 인터날린 단백질의 

N-단말 및 LRR 패밀리 단백질이 융합된 수용성 융합 폴리펩타이드 및 이의 제조법” 

- 김학성 교수: 2015년~ ㈜ 라퓨젠과 “인터날린 단백질의 N-말단 및 LRR 패밀리 단백

질이 융합된 수용성 융합 폴리펩타이드 및 이의 제조방법”

- 김진우 교수: 2016~ 프랑스 BrainEver와 계약 ( 0.2억) “vax1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신경세포 재생 또는 신경세포 성장 촉진용 약학적 조성물 외 2건”기술이전

- 임대식 교수: 2016~ ㈜ 샤인바이오 (0.2 억) 종양줄기세포 특성 암의 진단 및 치료

제” 기술이전

 초일류 연구공동체 확립: 교육-연구-산업의 선순환 시스템

○ KAIST BK21 FOUR 생물사업단은 우수한 연구 인력, 인프라, 기술을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교육-연구-산업의 선순환 연구공동체를 확립할 것임. 

○ 바이오코어센터를 통한 연구지원: 2019 년 8 월 설립됨. 현재 5 명의 전문연구원, 

2020 년 6 명의 전문연구원 (박사 2 인) 확립 예정. 현재 2019~2020 년 약 20억

 신규장비 구축. 2019 년 약 4000 여건 대내와 서비스 수행. 

- 유전체분석 코어: 식물유전체 사업단과 20 년 계약유치 등

- 바이오 이미징: NIKON Center of Excellency 유치 (장비 할인 및 관리 혜태)

- 유세포분석 코어: 2020 년 분석 서비스 정비

- 대사체 분석 코어: 2020 년 분석 서비스 개시

○ 연구분야별 다학제 컨텐츠 구성 및 협업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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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분화 및 발생생물학 (Differentiation & Developmental Science) 

○ 구성 교수: 김재훈/송지준/이대엽/허원도/정인경/이승재/윤기준

○ 해당 전공 교육: 분자생물학/생화학/유전학/발생학/후성유전학 등

○ 전문 연구분야

- 질병의 유전적 감수성과 유전자 발현 조절

- 진핵세포 전사 조절 연구

- 염색체 역동성의 분자 기전 연구

- 바이오이미징 기술개발을 통한 세포신호전달연구

- RNA 변형과 뇌발생 연구

○ 참여 국가연구사업단: 리더연구, 선도연구센터,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연구단, 

글로벌연구실 (GRL)

 세포 및 분자의과학 (Cell & Molecular Biomedical Science)

○ 구성 교수: 강석조/임대식/최길주/한용만/김상규/김미영/김세윤/오병하

○ 해당 전공 교육: 세포생물학/면역학/식물학/대사생물학/분자의과학/구조생물학 등

○ 전문 연구 분야

-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의 상호조절에 관한 연구

- 신호전달 네트워크의 이해를 통한 대사조절 및 관련 질환 연구

- 세포 사멸 및 줄기세포 연구

- 파이토크롬 신호전달 연구

- 세포 구조 및 성장 조절 유전자 연구

- 암세포 성장 및 이동 연구

○ 참여 국가연구사업단: 리더연구,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연구단 

 신경과학 (Neuroscience)

○ 구성 교수: 김은준/김대수/김진우/손종우/이승희/정민환/한진희/서성배/정원석

○ 해당 전공 교육: 신경생물학/신경발생학/뇌과학/동물행동학 등

○ 전문 연구 분야

- 시냅스 뇌질환 및 기억 연구

- 칼슘채널의 운동회로 및 뇌질환 조절 연구

- 신경계 발달 조절 신호 전달 연구

- 섭식 조절 신경네트워크 연구

- 감각 전달 신경네트워크 연구

- 의사결정과 일화적 기억의 뇌신경 메커니즘 연구

○ 참여 국가연구사업단: 메타인지 연구사업단, 글로벌 특이점 연구, 메타인지연구단, 

기초과학연구원(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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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 역량 목표 달성을 위한 우수 연구진 구성 전략

 의생명 신기술 (Integrative Bio Engineering & Technology)

○ 구성 교수: 김선창/김학성/이균민/전상용/조병관/김찬혁

○ 해당 전공 교육: 나노과학/생명공학/대사공학/약물전달 등

○ 전문 연구 분야

- 시스템 및 합성생물학 기반 미생물설계

- BioDesigneering 에 의한 최소유전체 미생밀 구축 및 산업용 인공균주 개발 연구

- 항체형 펩타이드 기반 암 진단 및 치료용 바이오-나노 의약 연구

- 동물세포를 이용한 치료용 단백질 생산에 관한 연구

○ 참여 국가연구사업단: 리더연구, 글로벌연구실, 지능형바이오합성연구단, 초세대 사업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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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2.1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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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연구성과 실적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과제 수주 실적

○ 김대수 교수

- 재단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20억원 (2014.1~2018.12). "소유욕 조절 중추 발견 및 

작동원리 규명

- 재단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15억원 (2019.1~2021.12). “오브젝트 탐닉 및 사냥 행

동의 신경학적 메커니즘 규명”

○ 김상규 교수

- 재단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7억원 (2019.6~2021.5). “린네 꽃 시계의 유전적 작동 

원리 규명”

○ 김세윤 교수

- 재단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20억원 (2014.6~2019.5). "대사체-단백질 결합 네트워

크에 기반하는 암세포 성장 조절 연구”

○ 김선창 교수

- ㈜삼성전자, 산업체연구비 2억원 (2013.8~2015.8). "젖산(Lactic Acid) 및 숙신산(Succinic 

Acid)에 대한 내산성 플랫폼 균주 개발” 

○ 김재훈 교수

- 재단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12억원 (2017.12~2020.11). “위치 특이적 화학 변형 

뉴클레오솜을 이용한 전사 조절 연구”

○ 김진우 교수

- 재단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20억원 (2018.12~2023.11). “특정 발달 시기에 한정된 

신경 조직 간 상호작용 연구”

○ 김찬혁 교수

- ㈜큐로셀, 2억원 (2017.6~2020.2), “신규 카이메릭항원 T세포치료제 탐색 연구”

- ㈜신라젠, 1.5억원 (2018.4~2019.10), “T세포 자극 표면 단백질을 발현하는 Oncolytic 

바이러스를 이용한 고형암의 면역치료”

- ㈜삼성전자, 약 6억원 (2018.10~2022.5). “개인화된 다중표적 항암면역세포 개발”

- ㈜삼성전자, 약 4.5억원 (2018.12~2022.11). “환자간 돌연변이 차이를 극복하는 범용치

료용 항암백신 개발”

○ 김학성 교수

-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 0.8억원 (2014.4~2015.3). “리피바디-약물 복합체를 이용한 

혁신적인 암 치료제 개발”

- ㈜케어이엔지, 1.8억원 (2015.11~2017.10). “인공항체를 이용한 비타민D 면역진단 시스

템 개발”

○ 손종우 교수

- (재)포스코청암재단, 0.7억원 (2015.1~2016.12). “척수 내 신경회로의 혈당 조절 기전에 

관한 연구”

- 재단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25억원 (2019.6~2024.5). “소금 식욕의 새로운 기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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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하 교수

- (재)목암생명과학연구소, 0.2억원 (2017.3~2018.11).“MG1113(TFPI)의 Epitope mapping”

- (재)목암생명과학연구소 용역과제 (2018.03~2019.02). “혈우병 치료 항체 MG1124A의 3

차원 구조 규명과 epitope mapping”

- ㈜녹십자 용역과제 (2018.03~2019.03). “희귀병 치료제 Idursulfase beta (Hunterase)의 

3차원 구조 규명과 epitope mapping” 

- (재)유한양행 용역과제 (2018.04~2019.04). “면역치료 타겟 TIGIT과 항암 항체 G8 복합

체의 3차원 구조 규명과 epitope mapping” 

- (재)목암생명과학연구소 용역과제 (2018.03~2019.02). “면역치료 타겟 CEACAM과 항암 

항체 복합체의 3차원 구조 규명과 epitope mapping”  

○ 이균민 교수

- ㈜삼성전자, 2억원 (2013.8~2015.8). “CHO cell metabolic engineering을 통한 고생산성 

CHO 세포주 개발”

- ㈜바이오노트, 0.1억원 (2017.10~2018.4). “바이러스 외막단백질 생산 동물 세포주 제

조 및 신기술에 관한 연구원 교육”

- ㈜삼성전자, 2.3억원 (2019.6~2019.12). “인공 플라즈마 세포화를 통한 난발현 치료용 

단백질 생산 플랫폼 개발”

○ 이승재 교수

- 재단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10억원 (2017.6~2019.8). “tRNA 유래 small RNA의 장

수 유도 기전 연구”

○ 전상용 교수

- 재단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15억원 (2015.6~2018.5) “표면자극유도 3차원 암줄기

세포 스페로이드(spheroids) 제작 플렛폼”

- Sanofi-Aventis, USD 50,000 (2015.7~2016.6) “Screening and Identification of 

CD19-specific aptides”

- ㈜삼성전자, 18억원 (2018.9~2021.8). “환자유래 표면자극유도 암줄기세포 스페로이드

(spheroids) 제작 및 특성 규명”

○ 정원석 교수

- 재단법인 포스코청암재단, 1.4억원 (2017.1~2018.12). “Astrocytes”

- 재단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20억 (2017.6~2022.5). “수면과 노화에서 뇌 항상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메커니즘 연구”

- ㈜에이비엘바이오, 1억원 (2018.3~2019.9). “퇴행성 뇌질환 치료 항체의 약품 후보물질

의 평가”

- ㈜아밀로이드솔루션, 1.4억원 (2018.10~2021.4). “알츠하이머병에서 교세포에 의한 

Abeta 제거조절 약물 스크리닝”

○ 정인경 교수

- (재)포스코청암재단,  0.7억원 (2018.1~2018.12). “염색질 3차구조 기반 신규 유전자 조

절 기전 연구”

- (재)서경배과학재단, 25억 (2018.12~2023.11) “Unraveling a principle of 3D chromatin 

dynamics in gen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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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관 교수

- ㈜삼성전자, 1.8억원 (2013.8~2015.8) “Intergrated Omics Analysis.”

○ 한용만 교수

- ㈜토트사이언스, 2억원 (2017.11~2019.2). “인간 전분화능줄기세포 유래 유사췌도 오가

노이드의 생체이식 실험”

○ 한진희 교수

- 재단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25억원 (2018.6~2023.5). “기억 자리 재배치 현상의 

메커니즘과 역할 규명”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 김찬혁 교수

- ㈜큐로셀 2016.12월 공동창업.

- 2018년 9월 11일부터 20년간 “2종의 shRNA를 이용한 기능강화 면역세포 및 상기 면

역세포를 포함한 약학적 조성물” 관련 기술을 ㈜큐로셀과 계약(최근 기술수입액은 0.5

억원).

○ 김학성 교수

- 2013년 11월부터 10년간 "인터날린 단백질의 N-말단 및 LRR 패밀리 단백질이 융합된 

수용성융합 폴리펩타이드 및 이의 제조 방법” 관련 기술을 엔지노믹스와 계약 (최근 2

년간 기술료수입액 0.3억원).

- 2015년 6월 17일부터 10년간 “반복단백질의 인터날린 단백질의 N-단말 및 LRR 페밀

리 단백질이 융합된 수용성 융합 폴리펩타이드 및 이의 제조방법” 관련 기술을 ㈜케

어이엔지와 계약(최근 2년간 기술수입액은 0.1억원).

- 2015년 10월 5일부터 5년간 “인터날린 단백질의 N-말단 및 LRR 패밀리 단백질이 융

합된 수용성 융합 폴리펩타이드 및 이의 제조방법” 관련 기술을 라퓨젠과 계약(최근 2

년간 기술수입액은 0.3억원).

- 2015년 8월 주식회사 레피젠을 설립하였음. 레피젠은 카이스트에서 개발된 원천 기술 

리피바디를 기반으로 단백질 치료제 및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현재 항암제, 

면역질환, 안과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진행중.

- CJ 제일제당과 연구협력을 통해 향상된 퓨트레신 생산능을 가지는 Ornithine 

decarboxylase의 개발을 진행하여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 11개국에 공동 특허를 출원하

였음. 

- Taq DNA 중합효소에 개발하는 폴리펩타이드의 개발을 바탕으로 엔지노믹스와 공동으

로 특허를 출원하였고 HotStart PCR 키트로 상품화하였음.

- 면역글로불린 정제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주)레피젠으로 기술이전하여 인간 및 쥐 

항체 정제용 컬럼을 상품화하여 판매중임. 

○ 김진우 교수

- 2016년 5월 10일부터 15년간 “VAX1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신경세포 재생 

또는 신경세포 성장 촉진용 약학적 조성물 외 2건” 관련 기술을 프랑스 BrainEver와 

계약 (최근 2년간 기술수입액은 약 0.2억원).

- 2017 시신경축삭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VAX1 단백질을 녹내장과 같이 시신경 퇴화

가 일어난 질환 치료제로 적용할 목적으로 프랑스 BrainEver사에 총 213만달러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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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을 완료함.

○ 김대수 교수: 2019년 8월 연구장비 개발 및 분석회사인 ‘㈜아바타’를 창업.

○ 송지준 교수: ProQR Therapeutics, Netherland의 Huntingtin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 이균민 교수: 2012년 6월 11일부터 5년간 "EPO 생산 세포주” 관련 기술을 ㈜한국코

러스제약과 계약. (최근 2년간 기술료수입액은 없음).

○ 임대식 교수: 2016년 9월 9일부터 15년간 “종양줄기세포 특성 암의 진단 및 치료

제” 관련 기술을 샤인바이오와 계약(최근 2년간 기술수입액은 0.2억원).

○ 전상용 교수

- 빌리루빈 나노입자 기반 약물전달시스템 원천기술에 기반한 신규 바이오벤처회사인 

㈜빌릭스를 공동창업.

-‘빌리루빈 나노입자 및 응용’관련 3건의 특허 기술을 ㈜빌릭스에 성공적으로 기술이

전 및 양도하였음. 선급기술료 3억원을 포함한 총액 21억원에 기술 양도함.

○ 한용만 교수: 2017년 9월 6일부터 5년간 “인간 다능성 줄기세포로부터의 인슐린 생

산 베타 세포의 내분비응집체의 제조방법” 관련 기술을 ㈜토트사이언스와 계약(최근 

기술수입액은 0.1억원).

나. 최근 인적 및 물적 교류 실적

 사업단 소속 교수 및 학생의 산학연 관련 수상 실적

○ 참여교수 수상 실적

- 오병하 교수, 2015년 5월 한국생화학분자세포생물학회 동헌생화학상 수상.

- 전상용 교수, 94회 일본화학회 정기학회 'Distinguished Lectureship Award’ 수상

- 전상용 교수, 2015 American Institute for Med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2015 

College of Fellow.

- 전상용 교수, The 'Theranostics' Journal (IVY Spring International Publisher), The Most 

Cited Paper Award.

- 정민환 교수, 한국뇌신경과학회 장진학술상.

- 최길주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창조대상.

- 오병하 교수, 제 9회 아산의학상 기초의학부분 수상.

- 임대식 교수, 2016년도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학술상 생명과학상 수상.

- 임대식 교수, 한국과학상 대통령상 수상(2016.12.27.).

- 김대수 교수, 제 58회 3.1 문화상 과학부문 수상.

- 허원도 교수, 2017년도 4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

- 이승희 교수, 2017 싸이텍코리아 젊은 과학자상 수상.

- 김진우 교수, 제 14회 마크로젠 과학자상 수상.

- 김은준 교수, 제 11회 아산의학상 기초의학부분 수상.

- 이승재 교수, 한성과학상 수상.

- 김상규 교수, 제12회 여천생태학상 수상.

다. 사회기여

○ 경암 바이오유스캠프 유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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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이 소속된 카이스트 생명과학과는 2010년부터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경암 

바이오유스캠프를 유치 및 운영하고 있음. 본 행사에 2년간 참여한 교수 명단 및 강연

제목은 다음과 같음.

- 조병관 교수: 2015 경암바이오유스캠프 (게놈에서 나를 발견하다).

- 김대수 교수: 2015 경암 바이오유스캠프 실험체험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김진우 교수: 2016 경암 바이오유스캠프 (눈과 시각 이야기: 보게 된다는 것).

- 최길주 교수: 2016 경암 바이오유스캠프 (식물은 이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 이승희 교수: 2017 경암 바이오유스캠프 (세상과 소통하는 뇌).

- 이대엽 교수: 2017 경암 바이오유스캠프 (우리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 강석조 교수: 2018 경암 바이오유스캠프 (자아정체성의 면역학적 이해). 

○ 금요일에 과학터치 (한국연구재단 주관/매주 금요일/대전교육과학연구원/참석인원 200

여명).

- 허원도 교수: 세포와 뇌를 조종하는 광리모컨 (광유전학) (2017.8.31.).

- 김세윤 교수: 세포 내 저문자의 세계 (2018.5.25.).

- 이승희 교수: 세상과 소통하는 뇌 (2018.9.28.).

- 전상용 교수: 항암 나노의약품: 현재 그리고 미래 (2019.10.25.).

○ 생명과학캠프 2016 (개인 DNA정보 분석과 활용)

- 일시 및 장소 : 2016.7.25.-28, 대전카이스트 본원.

- 대상 : 카이스트 동문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생명과학 실습캠프.

○ Open KAIST 행사 (2년 격년으로 진행)

- 대상: 전국 초중고생

- 2017. 11. 2-3: 카이스트 생명과학의 미래 (1회 : 10시, 2회 : 14시, 장소 : 2204호실): 

김찬혁, 정인경, 정원석 교수 실험실 견학; 스마트 폰으로 관찰하는 신경의 활동 (15시, 

장소: 궁리동 706호실): 김대수 교수.

- 2019. 10. 31.-11. 1: 생명과학 및 연구내용 소개 (김미영 교수), 허원도 교수님 실험실 

견학 (“빛과 세포의 만남” 바이오이미징과 광유전학을 이용한 생물학 연구 방법 설

명, 살아 있는 세포 이미징 및 광유전학 실험 방법 설명), 윤기준 교수님 실험실 견학 

(“줄기세포의 미래” 생쥐모델을 이용한 배아 발달 연구소개, 인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방법 소개)

라. 과학저서 출간

- 이대엽 교수:‘후성유전학개론’ 공동 저술 (2017.08 발행).

- 임대식 교수: ‘경암바이오 시리즈–생물학 명강 3 무엇이 암을 발생시키는가?' 공동 집

필 (2015.04 발행).

- 한진희 교수: ‘경암바이오 시리즈–생물학 명강 3 어떤 신경세포가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일으키는가?' 공동 집필 (2015.04 발행).

- 김대수 교수: ‘과학하고 앉아있네6-김대수의 사랑에 빠진 뇌’(원종우 작가, 김대수),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생명과학분야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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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2.2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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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향후 과학기술, 산업 및 사회문제 해결 계획

 산-학 네트워크 확대 및 산업체 지원금 확보

○ 생명과학과와 산학협력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개별 실험실에서 얻어진 연구들이 

기술이전 및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학 네트워크 확대.

○ 다양한 벤처 기업을 상대로 생명과학과의 우수 연구 및 재원을 소개하고 학생과 기

업, 교수와 기업이 만나 바이오텍의 미래와 진로를 모색하는‘바이오헬스케어 Jab 

Fair’ 행사를 시작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 2019 발전기금 모금 약 0.2 억.

○ KAIST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생명과학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생들과 긴밀한 

협력 및 교류로 생명과학과 연구실의 다양한 기술과 트렌드에 대해 교류.

○ 산-학 장학금 확대: 메디톡스 장학금, 엔지노믹스 장학금 등 현재 진행 중인 산-학 

장학금을 다른 바이오벤처기업으로 확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바이오산업 발전의 중요

성을 알고 산업계 진출을 독려함. 

○ 본 사업단은 현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재단, 청암 포스코 재

단 및 기타 여러 산업체로부터 최근 3년 평균 국고 지원금 대비 25%에 이르는 산업체 지원

금을 확보해 오고 있음. 본 BK21 사업단에서도 향후에도 이 같은 우수한 지원금 확보를 유

지하여 연 20~30%대의 국고 지원금 대비 산업체 지원금을 확보할 예정.

 기술이전, 제품화 및 사업화 계획 

○ 사업단 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소위원회 구성: 사업단의 연구 결과의 기술이전,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단 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소위원회를 둠.

○ 사업단 및 산업체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한 기술이전: 사업단의 연구결과를 산업체와 수시로 

공유하여 산업체가 필요한 연구결과 및 기술을 필요한 산업체에 이전. 또한 산업체에서 필

요한 기술을 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지하고, 사업단 내 연관된 기술의 이전을 수행함.

○ 사업단 연구 결과와 제품화를 중개지원: 사업단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제품화를 위한

인적 물자 자원을 지원.

○ 사업단 연구 결과 기반 사업화 유도: 사업단 내 연구결과 및 특허를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

의 창업, 또는 중견/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화를 유도.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계획

○ 산업체의 지원을 통한 사업단과 협력: 산업체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

여 산업체와 사업단의 협력을 진작. 또한, 다른 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체의 지원을

유도하고, 사업단의 결과를 산업체와 공유하여 사업단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산업체의
Unmet Need를 채울 수 있도록 유도.

○ 사업단 및 산업체 시설의 공동 이용: 사업단이 위치한 생명과학과, 의과학센터, KI 건물의

공간과 시설을 공동 협력연구를 진행하는 바이오 산업체에 제공하고, 각 연구실이 보유한

첨단 기술 등을 산업체와 협력을 통하여 기술이전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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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업단의 산학협력 추진계획

나.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연구 계획

 김대수 교수 

- 동물행동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ABATAR 시스템 기술로 ㈜ 아바타를 창업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람을 대체하는 전임상연구 시장을 선점하고자 함. 

- 운동질환 신경: 세계 3 대 운동질환 (진전증, 파킨슨병, 근긴장이상증) 은 뇌의 신경회

로 이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팀은 운동질환을 유발하는 신경회로를 찾아내어 

운동이상을 복구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음.  

- 근긴장이상증 (dystonia) 치료제 확보 완료: 연구결과 특정 세로토닌 신경회로의 이상

과 이에 작용하는 세로토닌 수용체를 발견하였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약물을 찾아내

었다. 동물 전임상 실험결과 0.1mg/kg 에서도 효과적으로 근긴장이상증을 억제함을 규

명하였음.

- 시장성: 근 긴장이상증은 전 세계적으로 2010년 2만8,138명이던 환자 수가 2017년에는 

3만5,238명으로 약 25%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수술 (보톡스, 뇌심증자극술) 을 통

한 치료로 연간 37 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개발전략: 본 연구팀이 개발한 약물은 Sanofi에서 다른 용도로 3 상까지 마쳤으나 치

료효과가 미미하여 시판되지는 않고 있음. 따라서 본 약물은 인체 독성이 미미할 것으

로 예상되며, 향후 근긴장이상증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여 빠른 시간 내에 상

용화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우울증 및 긴장성 근육통, 주름개선 등 적응증 확대를 위

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김찬혁 교수 

-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인 암이나 

퇴행성 뇌질환 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중 최근 들어 암치료 분야에

서 환자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암을 치료하는 ‘항암 면역치료가’ 기존의 화학항암

제와 방사선 치료에 불응하는 환자들에게서 높은 치료효과를 보이며 차세대 항암제로 

떠오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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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치료연구실에서는 중계 연구를 통해 신속하게 임상에 도달하고 궁극적으로는 환

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항암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함. 개발된 치료

제의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들어 암, 퇴행성 뇌질환, 자가면역질환, 대사질환 등 많은 난치성 질환들의 근본

적인 원인이 환자의 면역시스템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임상적으로 검증된 항암 면역치료의 개념 및 원리를 위에 언급된 다른 주요 질환의 치

료제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향후 5

년 동안에는 기초 및 디스커버리 연구를 통해 임상단계에 진입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면역치료제 플랫폼을 개발 및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학계뿐만 아니라 산

업계 및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송지준 교수

-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고령인구(60대 이상)의 가장 큰 사망률을 차지하는 유전자

발현 이상으로 발병하는 암에 대한 에피제네틱 타깃 치료제 개발.

- 현재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감염병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감염체(바

이러스, 박테리아등)를 타깃하는 치료제 개발.

- 항암 타겟의 도출부터 신약후보 물질의 최적화를 통한 신약 개발을 위하여, 암 유발 

에피제네텍 타깃 구조 기반 신약 후보 물질 도출 할 계획임.

- 암중 예후가 좋지 않은 급성 백혈병의 타깃인 ASH1L의 구조 기반 신약개발 수행.

- ER/PR/HER2등을 발현하지 않아 기존방법을 이용한 신약개발이 어려운 triple-negative 

유방암의 타깃인 ATAD2의 구조 기반 신약개발 수행.

- COVID19의 원인인 SARS-CoV-2의 spike protein과 human 리셉터인 ACE2의 결합을 저

해하는 구조기반 단백질/화합물 저해제 개발 수행.

- PCG-Biotech 제약회사와 공동연구를 통한 신약개발의 사업화 진행.

 이균민 교수 

- 동물세포공학실험실의 세포배양 기술개발은 동물세포를 이용한 치료용 단백질을 생산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국내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치료용 단백질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유전자 발현 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세포

주 개발 및 배양 배지 최적화 연구를 통해 양성된 핵심 연구 인력을 국내 바이오 의약

품 산업계에 공급.

 전상용 교수

- 바이오제약 및 헬스케어 관련 바이오벤처 및 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인 우수한 인력 

채용을 도모하기 위해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주관으로 '제1회 바이오헬스케어 잡페어'를 

2019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 행사를 더 확장 발전시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함

으로써 우수한 카이스트 및 대전지역 인재들를 관련분야에 공급 및 연계시킴으로써 지

역 및 국가의 바이오 산업에 기여하고자 함.

- 바이오제약산업의 메카인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초기단계의 바이오 스타트업 벤처회

사들이 연구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Lab Central'과 같은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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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획에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지원 시

스템들을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지역 바이오벤처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원석 교수 

- 알츠하이머 병 및 노화에서 일어나는 교세포의 이상 현상을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이

오 회사들과 적극 공유하여 기술 이전 및 특허 제출 계획

- 별아교세포 면역기전 기반 기전 규명 연구 및 효능 평가 방법을 최적화하고 이를 산

업계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퇴행성 뇌질환의 신경면역기반 치료제 개발.

- 알츠하이머 병 관련 신약 스크리닝 및 관련 기술 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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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국제화 현황

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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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 학술회의 활동 (초청강연, 좌장, 오가나이저 등)

 김대수 교수

- 세계 경제포럼 IDEAS lab 2016 (스위스), 초청강연.

- 고던 컨퍼런스 2016 (미국), 초청강연.

- 국제행동유전학회 (IBANGS 2017) (스페인), 초청강연.

- 10th UK-Korea Neurosciencce symposium 2017 (영국), 초청강연.

- The 10th World Congress of Neuroscience IBRO 2019 (한국), 초청강연.

 김미영 교수

- 15th Mucins in Health & Disease Conference 2018 (영국), 초청강연.

 김세윤 교수

- 6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Bioscience of lipids 2019 (일본), 초청강연 및 세

션 좌장.

 김은준 교수

- The 90th Annual Meeting of Japanese Pharmacological Society (일본), 초청강연.

- The 12th UK-Korea Neuroscience Symposium 2018 (영국), 오거나이저.

- 2018 Cold Spring Harbor Asia Conference on Autism & Neurodevelopment Disorders – 
from Genetic Discoveries to Interventions 2018 (중국), 초청강연.

- Japan-Asia-NIBR Drug Discovery and TM Symposium 2018 (일본), 초청강연.

- The 2019 SynGO meeting on The Synapse-Neurobiological Underpinnings of Brain 

Disorders 2019 (중국), 초청강연.

- 2019 IBRO satellite meeting, Synaptic Function and Neural Circuitry (한국), 오거나이

저.

 김재훈 교수

- 8th Annual Conference of Asia Epigenome Alliance (한국), 초청강연.

- US-Korea Conference 2014 (미국), 초청강연.

- 2018 ASBMB Annual Meeting (미국), 초청강연.

- 2019 Asian Conference on Transcription (뉴질랜드), 초청강연.

 김진우 교수

- Neurex Molecular Neurobiology Symposium (프랑스), 초청강연.

- Colloquium on Development, Maintenance, and Physiology of Neural Circuits (프랑스), 

초청강연.

- China-Japan-Korea Joint Symposium for Developmental Biology (중국), 초청강연.

- Japanese Society of Developmental Neuroscientists (일본), 초청강연.

- International Society of Eye Research (ISER) Biennial Meeting 2018 (영국), 초청강연.

- 2019 Retina Workshop (일본), 초청강연.

 김학성 교수

-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Protein Engineering Centres (INPEC) (러시아), 초청강연.

 손종우 교수

- International Symposium for the Study of Obesity (일본), 초청강연.

 송지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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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dish Structural Biology Network (스웨덴), 초청강연.

- Chromatin, Epigenetics & Transcription 2018 (중국), 초청강연.

- AsCA2018 (뉴질랜드), 초청강연.

 오병하 교수

- The CSHA Symposium on Bacterial Infection and Host Immunity (중국), 초청강연.

- The 18th IMCB Symposium (일본), 초청강연.

- The 9th 3R Symposium (일본), 초청강연.

 이균민 교수

- Cell Culture Engineering 2014 (캐나다), 좌장.

- Animal Cell Cultures - Expression and Engineering (덴마크), 초청강연.

 이대엽 교수

- Epigenetics in Development & Diseases, Asian Epigenomics Meeting (싱가폴), 초청강

연.

 이승재 교수

- 2019 Cold Spring Harbor Asia Meeting, 오가나이저.

 이승희 교수

- COSYNE 2018 (미국), 좌장 및 초청강연.

- The 41st Annual Meeting of the Japan Neuroscience Society 2018 (일본), 초청강연.

-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eurons and Brain Diseases 2018 (대만), 초청강연.

- 9th FAOPS Congress 2019 (일본), 초청강연.

- UK-Korea Research Conference 2019 (영국), 초청강연.

- The 10th World Congress of Neuroscience IBRO 2019 (한국), 초청강연.

 임대식 교수

- Cold Spring Harbor Asia meeting (중국), 초청강연.

-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med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 Technology 

(중국), 초청강연.

- Keystone Symposia - The Hippo Pathway: Signaling, Development and Disease (미국), 

초청강연.

 전상용 교수

- CLINAM 2015 (스위스), 초청강연.

- The 5th Asian Biomaterials Congress (대만), 초청강연.

- The ‘Theranostics’ Journal (IVY Spring International Publisher), The Most Cited 

Paper Award.

- 2015년부터 현재까지 ‘American Institute of Med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College of Fellow로 활동하고 있음.

- IEEE NanoMed 2018 (미국), 초청강연.

 정민환 교수

- 3rd Computational Properties of Prefrontal Cortex Meeting (캐나다), 초청강연.

- Workshop on the computational Properties of the Prefrontal Cortex 2016, 초청강연.

- Spring Semester Neuroeconomics Colloquium Series 2017 (중국),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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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h UK – Korea research conference 2019 (영국), 초청강연.

- IBRO Satellite Meeting for‘Synaptic Function and Neural Circuitry’(한국), 초청강연.

- The 10th World Congress of Neuroscience IBRO 2019 (한국), 초청강연.

 정인경 교수

- 12th asian epigenome meeting 2017, 초청강연.

-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KSMCB (대한민국), 초청강연.

- 16th Asian Conference on Transcription (뉴질랜드), 초청강연.

 조병관 교수

-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Asia Synthetic Biology (중국), 초청강연.

- LanzaTech 세미나 2018 (미국), 초청강연.

- 프랑스 툴루즈대학 세미나 2018 (프랑스), 초청강연.

- 독일 튜빙겐대학/막스플랑크연구소 세미나 2018 (독일), 초청강연.

- C1net conference 4 2019 (영국), 초청강연.

- Big Data Symposium 2019 (미국), 초청강연.

- Asian Synthetic Biology Association Meeting 2019 (중국), 초청강연.

 최길주 교수

- International Symposium on Plant Photobiology 2015 (미국), 초청강연.

- 2019 ISPP (International Symposium on Plant Photobiology) 2019 (스페인), 초청강연.

 한용만 교수

- JSRM-KSSCR Joint Symposium. The 15th Congress of the Japanese Society for 

Regenerative Medicine 2016 (일본), 초청강연 .

- China-Korea Symposium on Stem Cell and Regenerative Medicine 2016 (중국), 

초청강연.

- TUBA-KAST Bilateral Symposium 2017 (터키), 초청강연.

 한진희 교수

- KFoS (Kavli Frontiers of Science) 한미한림원 공동심포지엄, 준비위원.

- The 10th World Congress of Neuroscience IBRO 2019 (한국), 심포지움 좌장, 초청강연.

- 2019 MCCS Asia (한국), 초청강연.

-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eurons and Brain Diseases (뉴질랜드), 초청강연.

 허원도 교수

- 2017 Conference on Cellular and Molecular Bioengineering) (미국), 초청강연.

- 2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alcium Binding Proteins and Calcium Function in 

Health and Disease 2017 (일본), 초청강연.

- ECS alcium 2018 (독일), 초청강연.

- 9th FAOPS(Federation of the Asian and Oceanian Physiological Societies) Congress: 

Philosophy of life: Function and Mechanisms 2019 (일본), 초청강연.

- Francis Crick Symposium-Transforming Neurosciences 2019 (중국), 초청강연.

- 2019 Resonance Bio International Symposium (일본), 초청강연.

나. 국제 학술지 활동

 김대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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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tific Reports, 편집위원 (2017~).

- 2019 IBANCS, 준비위원 (2015~2017).

 김세윤 교수

- Animal Cells & Systems, Associate Editor (2019~).

- Molecules and Cells, Editorial board (2018~).

 김은준 교수

- Frontiers in Molecular Neuroscience, Review Editor (2007~).

- eLife, Review board (2012~).

- Scientific Reports, Editor (2017~).

- Frontiers in Synaptic Neuroscience, Editorial board (2018~).

- PLoS Biology, Editorial board (2019~).

 김진우 교수

- Experimental Neurobiology, Editorial board (2012~).

- Molecules and Cells, Editorial board (2011~).

- Frontiers in Molecular Neuroscience, Editorial board (2015~).

- Frontiers in Cellular Neuroscience, Editorial board (2016~).

 김학성 교수

-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Advisory board (2008~).

-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Editorial board (2008~).

- F1000 Research, Advisory Board (2014~).

- ACS Catalysis, 편집위원 (2015~).

- Frontiers of Chemical Science and Engineering, 편집위원 (2018~).

 송지준 교수

- Current Opinion in Structural Biology, 편집위원 (2018-2019).

 이균민 교수 

-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Editorial board (2013-2019).

- Biotechnology Letters, Editorial board (2013-2019).

- Journal of Biotechnology, Editorial board (2013-2019).

- BMC Biotechnology, Associate Editor (2010~).

-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2012~).

- Biotechnology Journal, Editorial board (2015-2019).

- Metabolic Engineering, Editorial board (2016-2019).

 임대식 교수

- Molecules and Cells, Associate Editor (2019).

- Bioscience Reports, Editorial board (2010~).

-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 Editorial board (2013~2015).

- Frontiers in Cell and Developmental Biology, Editorial board (2019).

 이승재 교수

- Aging Cell, Editorial board (2019~).

 이승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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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iers in Neural Circuits, 편집위원 (2018~).

 전상용 교수

- Americ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Editorial Board (2011~).

- Controlled Release Society, Editorial board (2005~).

- Theranostics, Editorial Board (2011~).

- International Journal of Current Medical Sciences, 편집위원 (2011~).

- ChemMedChem, 편집위원 (2017~).

- American Institute of Med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편집위원 (2015~).

- American Chemical Society, 편집위원 (2004~).

 정민환 교수

- Journal of Neurophysiology, Editorial Board (2008~).

-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Editorial board (2008~).

- Frontiers in Integrative Neuroscience, Associate Editor (2009~).

- Frontiers in Decision Neuroscience, Editorial board (2009~).

 조병관 교수

- Journal of Bioscience and Bioengineering, Associate Editor (201503~201702).

 최길주 교수 

- Molecules and Cells, Editorial board (2010~).

- Scientific Reports, Editorial board (2015~).

 한용만 교수

-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저널의 편집위원 (Editorial Member) (2015~현재).

 한진희 교수

- Frontiers in Molecular Neuroscience, Editorial board (2015~).

- Molecular Brain, Associate editor (2014~).

다. 국제 저술 활동

 허원도 교수

- Optogenetic Control of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Signaling, Methods Mol Biol 

(2016) 1408:345-62, ISBN: 978-1-4939-3510-9.

- PProtein Inactivation by Optogenetic Trapping in Living Cells, Methods Mol Biol (2016) 

1408:363-76, ISBN: 978-1-4939-3510-9.

 전상용 교수

- Bioengineered Cell-Derived Vesicles as Drug Delivery Carriers (2018), ISBN: 

978-3-5278-0329-3.

 조병관 교수

- Targeted Genome Editing Using DNA-Free RNA-Guided Cas9 Ribonucleoprotein for 

CHO Cell Engineering (2018), Synthetic Biology, ISBN: 978-1-4939-7794-9.

 정원석 교수

- In Vitro Engulfment Assay to Measure Phagocytic Activity of Astrocytes Using 

Synaptosomes (2019), Astrocytes-Methods in Molecular Biology, ISBN: 

978-1-4939-9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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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 공동연구 실적

<표 3-6> 최근 5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

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송지준

Liyana Azmi;

Olwyn Byron;

Andrew J Roe;

Hans Hebert

영국 /

University of

Glasgow; 스웨덴

/ Karolinska

Institute

G. Kim, L. Azmi, J. Jang, T. Jung, H.

Hebert, A.J. Roe, O. Byron, J.J. Song

(2019) Aldehyde-alcohol dehydrogenase forms

a high-order spirosome architecture

critical for its activity. Nat. Comm. Vol.

10, pp. 4527

10.1038/s41467-019-

12427-8 /

https://www.nature.co

m/articles/s41467-

019-12427-8

2 송지준

Hiroki

Watanabe;

Takayuki

Uchihashi;

Koichi Kato

일본 / Nagoya

University,

Institute for

Molecular

Science

C. Cho, J. Jang, Y. Kang, H. Watanabe, T.

Uchihashi, S.J. Kim, K. Kato, J.Y. Lee,

J.S. Song (2019) Structural basis of

nucleosome assembly by the Abo1 AAA+ ATPase

histone chaperone. Nat. Comm. Vol. 10, pp.

5764

10.1038/s41467-019-

13743-9 /

https://www.nature.co

m/articles/s41467-

019-13743-9

3 김재훈 Vincent Géli

프랑스 /

Marseille Cancer

Research Center

P. Luciano, J. Jeon, A. El-kaoutari, D.

Challal, A. Bonnet, A. Barucco, T.

Candelli, F. Jourquin, P. Lesage, J. Kim,

D. Libri, V. Géli (2017) Binding to RNA

regulates Set1 function. Cell Discovery,

Vol. 3, pp. 17040

10.1038/celldisc.2017

.40 /

https://www.nature.co

m/articles/celldisc20

1740

4 김상규
Ian T.

Baldwin

독일 / 막스플랑

크연구소

Y. Joo, M.C. Schuman, J.K. Goldberg, A.

Wissgott, S.G. Kim*, I.T. Baldwin* (2019)

Herbivory elicits changes in green leaf

volatile production via jasmonate signaling

and the circadian clock. Plant. Cell &

Environment, Vol. 42, pp. 972-982

10.1111/pce.13474 /

https://onlinelibrary

.wiley.com/doi/full/1

0.1111/pce.13474

5 오병하
Gruber

Stephan

독일 / Max

Planck Institute

of Biochemistry

Y.M. Soh, F. Bürmann, H.C. Shin, T. Oda,

K.S. Jin, C.P. Toseland, C. Kim, H. Lee,

S.J. Kim, M.S. Kong, M.L. Durand-Diebold,

Y.G. Kim, H.M. Kim, N.K. Lee, M. Sato, B.H.

Oh, S. Gruber. (2015) Molecular Basis for

SMC Rod Formation and Its Dissolution upon

DNA Binding. MOLECULAR CELL, Vol. 57, pp.

290-303

10.1016/j.molcel.2014

.11.023 /

https://www.sciencedi

rect.com/science/arti

cle/pii/S109727651400

9186

6 오병하
Gruber

Stephan

독일 /

University of

Lausanne

M.L. Diebold-Durand, H. Lee, L.B. Ruiz

Avila, H. Noh, H.C. Shin, H. Im, F.P. Bock,

F. Bürmann, A. Durand, A. Basfeld, S. Ham,

J. Basquin, B.H. Oh, S. Gruber. (2017)

Structure of Full-Length SMC and

Rearrangements Required for Chromosome

Organization, MOLECULAR CELL, Vo. 67, pp.,

334-347

10.1016/j.molcel.2017

.06.010 /

https://www.sciencedi

rect.com/science/arti

cle/pii/S109727651730

4379

7 이대엽 Jerry Workman
미국 / Stowers

Institute

J. Lee, E.S. Choi, H.D. Seo, K.. Kang, J.M.

Gilmore, L. Florens, M.P. Washburn, J.

Choe, J.L. Workman, D. Lee (2017) Chromatin

remodeller Fun30Fft3 induces

10.1038/ncomms14527 /

https://www.nature.co

m/articles/ncomms145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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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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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nucleosome disassembly to facilitate RNA

polymerase II elongation. Nat Commun. Vol.

8, pp. 14527

8 허원도 권형배

미국 / Max

Planck Florida

Institute for

Neuroscience

J. Kim, S. Lee, K. Jung, W.C. Oh, N. Kim,

S. Son, Y. Jo, H.B. Kwon, W.D. Heo. (2019)

Intensiometric Biosensors Visualize the

Activity of Multiple Small GTPases in Vivo.

Nat. Comm. Vol. 10, pp. 211.

10.1038/s41467-018-

08217-3 /

https://www.nature.co

m/articles/s41467-

018-08217-3

9 허원도 Zhike Zi

독일 / Max

Planck Institute

for Molecular

Genetics

Y. Li, M. Lee, N. Kim, G. Wu, D. Deng, J.M.

Kim, X. Liu, W.D. Heo, Z. Zi. (2017)

Spatiotemporal Control of TGF-β Signaling

With Light. ACS Synth Biol. Vol 7, pp. 443-

451

10.1021/acssynbio.7b0

0225 /

https://pubs.acs.org/

doi/10.1021/acssynbio

.7b00225

10 정민환 김진석

미국 /

University of

Washington

J. Kim, M.W. Jung, (2018) Fear paradigms:

The times they are a-changin’,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Vol. 24,

pp. 38–43

10.1016/j.cobeha.2018

.02.007 /

https://www.sciencedi

rect.com/science/arti

cle/pii/S235215461730

2383

11 한진희
George

Augustine

싱가폴 / Lee

Kong Chian

School of

Medicin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H.S. Kim, H.Y. Cho G.J. Augustine, J.H.

Han, (2016) Selective Control of Fear

Expression by Optogenetic Manipulation of

Infralimbic Cortex after Extinction,

Neuropsychopharmacology, Vol. 41, pp. 1261-

1273

10.1038/npp.2015.276

/

https://www.nature.co

m/articles/npp2015276

12 김세윤

Solomon

Snyder; Eric

Klann;

Emanuela

Santini

미국 / Johns

Hopkins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J. Park, F. Longo, S.J. Park, S. Lee, M.

Bae, R. Tyagi, J.H. Han, S. Kim, E.

Santini, E. Klann, S.H. Snyder. (2019)

Inositol polyphosphate multikinase mediates

extinction of fear memory. Proc. Natl.

Acad. Sci. USA. Vol. 116, pp. 2707-2712.

10.1073/pnas.18127711

16 /

https://www.pnas.org/

content/116/7/2707.lo

ng

13 이균민
Nathan E.

Lewis

미국 /

Department of

Bioenginee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S. Lee, H.F. Kildegaard, N.E. Lewis, G.M.

Lee (2019) Mitigating Clonal variation in

Recombinant Mammalian Cell lines. Trends in

Biotechnology, Vol. 37, pp. 931-942

10.1016/j.tibtech.201

9.02.007 /

https://www.sciencedi

rect.com/science/arti

cle/pii/S016777991930

04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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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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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4 임대식 Olson, Saya
미국 / Olson,

Saya

D.H. Lee, J. Oh, P.T.S. Kim, S.K. Kim, T.H.

Kim, M.C. Kim, G.S. Park, J.H. Kim, S.

Kuninaka, E.N. Olson, H. Saya, S.Y. Kim, H.

Lee, D.S. Lim, (2016) LATS-YAP/TAZ Controls

Lineage Specification by Regulating TGFβ

Signaling and Hnf4α Expression During

Liver Development. Nat. Comm. Vol. 7, pp.

11961

10.1038/ncomms11961 /

https://www.nature.co

m/articles/ncomms1196

1

15 임대식
Yoshiaki

Kubota

일본 / Yoshiaki

Kubota

J. Kim, Y.H. Kim, J. Kim, D.Y. Park, H.

Bae, D.H. Lee, K.H. Kim, S.P. Hong, S.P.

Jang,, Y. Kubota, Y.G. Kwon, D.S. Lim, G.Y.

Koh, (2017) YAP/TAZ regulates sprouting

angiogenesis and vascular barrier

maturation. The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Vol. 127, pp. 3441-3461

10.1172/JCI93825 /

https://www.jci.org/a

rticles/view/93825

16 강석조
Barbara U

Schraml

독일 / Ludwig

Maximilians Univ

Munchen

J. Min, D. Yang, M. Kim, K. Haam, A. Yoo,

J.H. Choi, B. Schraml, Y.S. Kim, D. Kim,

S.J. Kang (2018) Inflammation induces two

types of inflammatory dendritic cells in

inflamed lymph nodes. Exp Mol Med. Vol. 50

pp. 33

10.1038/s12276-018-

0086-1 /

https://www.nature.co

m/articles/s12276-

018-0086-1

17 강석조 Hiromi Sesaki

미국 / Johns

Hopkins

University

D. Kwon, H. Sesaki, S.J. Kang. (2018)

Intracellular calcium is a rheostat for the

STING signaling pathway. Biochem Biophys

Res Commun Vol. 500, pp. 497-503

10.1016/j.bbrc.2018.0

4.117 /

https://www.sciencedi

rect.com/science/arti

cle/pii/S0006291X1830

8969

18 김학성
Oliver

Hantschel

스위스 / School

of Life

Sciences,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EPFL)

H.D. Seo, J.J. Lee, Y.J. Kim, O. Hantschel,

S.G. Lee, H.S. Kim (2017). Alkaline

Phosphatase-Fused Repebody as a New Format

of Immuno-Reagent for an Immunoassay.

Analytica chimica acta, Vol. 950 pp. 184-

191

10.1016/j.aca.2016.11

.013 /

https://www.sciencedi

rect.com/science/arti

cle/pii/S000326701631

2983

19 조병관
Bernhard O.

Palsson
미국 / UCSD

Y. Gao, J.T. Yurkovich, S.W. Seo, I.

Kabimoldayev, A. Dräger, K. Chen, A.V.

Sastry, X.F.N. Mih, L.Y.J. Eichner, B.K.

Cho, D. Kim, B.O. Palsson (2018).

Systematic Discovery of Uncharacterized

Transcription Factors in Escherichia Coli

K-12 MG1655. Nucleic Acid Research, Vol.

46, pp. 10682-10696

10.1093/nar/gky752 /

https://academic.oup.

com/nar/article/46/20

/10682/507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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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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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자

20 조병관
Colin P.

Smith

미국 /

University of

Brighton

Y. Jeong, J.N. Kim, M.W. Kim, G. Bucca, S.

Cho, Y.J. Yoon, B.G. Kim, J.H. Roe, S.C.

Kim, C.P. Smith, B.K. Cho (2016) The

Dynamic Transcriptional and Translational

Landscape of the Model Antibiotic Producer

Streptomyces Coelicolor A3(2). Nat. Comm.

Vol. 7, pp. 11605

10.1038/ncomms11605 /

https://www.nature.co

m/articles/ncomms1160

5

21 전상용
Omid

Farokhzad

미국 / Harvard

Medical School

P.E. Saw, M. Yu, M. Choi, E. Lee, S. Jon,

O.C. Farokhzad, (2017) Hyper-cell-permeable

Micelles as a Drug Delivery Carrier for

Effective Cancer Therapy, Biomaterials Vol.

123, pp. 118-126

10.1016/j.biomaterial

s.2017.01.040 /

https://www.sciencedi

rect.com/science/arti

cle/pii/S014296121730

0637

22 전상용
Omid

Farokhzad

미국 / Harvard

Medical School

M. Yu, C.A. Ortega, K. Si, R. Molinaro,

F.J. Schoen, R.F.C. Leitao, X. Xu, M.

Mahmoudi, S. Ahn, J. Liu, P.E. Saw, J.H.

Lee, M.M.B. Brayner, A. Lotfi, J. Shi, P.

Libby, S. Jon, O.C. Farokhzad, (2018)

Nanoparticles targeting extra domain B of

fibronectin specific to the atherosclerotic

lesion types III, IV, and V enhance plaque

detection and cargo delivery, Theranostics

Vol. 8, pp. 6008-6024

10.7150/thno.24365 /

https://www.thno.org/

v08p6008

23 김은준
Frank

Koopmans

네덜란드 / VU

University and

UMC Amsterdam

Koopmans F, van Nierop P, Andres-Alonso M,

Byrnes A, Cijsouw T, Coba MP, Cornelisse

LN, Farrell RJ, Goldschmidt HL, Howrigan

DP4, Hussain NK10, Imig C, de Jong APH,

Jung H, Kohansalnodehi M, Kramarz B,

Lipstein N, Lovering RC, MacGillavry H,

Mariano V, Mi H, Ninov M, Osumi-Sutherland

D, Pielot R, Smalla KH, Tang H, Tashman K,

Toonen RFG, Verpelli C, Reig-Viader R,

Watanabe K, van Weering J, Achsel T,

Ashrafi G, Asi N, Brown TC, De Camilli P,

Feuermann M, Foulger RE, Gaudet P, Joglekar

A, Kanellopoulos A, Malenka R, Nicoll RA,

Pulido C, de Juan-Sanz J, Sheng M, Südhof

TC, Tilgner HU, Bagni C, Bayés À, Biederer

T, Brose N, Chua JJE, Dieterich DC,

Gundelfinger ED, Hoogenraad C, Huganir RL,

Jahn R14, Kaeser PS, Kim E, Kreutz MR,

McPherson PS, Neale BM, O'Connor V,

Posthuma D, Ryan TA, Sala C,

10.1016/j.neuron.2019

.05.002 /

https://www.sciencedi

rect.com/science/arti

cle/pii/S089662731930

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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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

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Feng G, Hyman SE, Thomas PD, Smit AB,

Verhage M. (2019) SynGO: an evidence-based,

expert-curated resource for synapse

function and gene enrichment studies,

Neuron, Vol. 103, pp. 217-234

24 이승재

Stefan

Taubert;

Dengke K Ma

캐나다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미국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D. Lee ,S.W. A. Y.J. An, Y. Yamaoka, Y.

Ryu, G. Ying, S. Goh, A. Beigi, J.S. Yang,

G.Y. Jung, D.K. Ma, C.M. Ha, S. Taubert ,Y.

Lee, S.J.V. Lee, (2019) MDT-15/MED15

Permits Longevity at Low Temperature via

Enhancing Lipidostasis and Proteostasis,

PLoS Biology. Vol. 17, pp. e3000415

10.1371/journal.pbio.

3000415 /

https://journals.plos

.org/plosbiology/arti

cle?id=10.1371/journa

l.pbio.3000415

25 손종우
Kevin

Williams

미국 / Univ.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J.-W. Sohn, Y. Oh, K.W. Kim, S. Lee, K.W.

Williams, J.K. Elmquist (2016) Leptin and

Insulin Engage Specific PI3K Subunits in

Hypothalamic SF1 Neurons. Molecular

Metabolism, Vol. 5, pp. 669-679

10.1016/j.molmet.2016

.06.004 /

https://www.sciencedi

rect.com/science/arti

cle/pii/S221287781630

0576

26 서성배 Dayu Lin 미국 / NYU

J. Kim, S. Lee, Y.Y. Fang, A. Shin, S.

Park, K. Hashikawa, S. Bhat, D. Kim, J.W.

Sohn, D. Lin, G.S.B. Suh (2019) Rapid

biphasic CRF neuronal responses code

positive and negative valence. Nat.

Neurosci. Vol. 22, pp. 576-586

10.1038/s41593-019-

0342-2 /

https://www.nature.co

m/articles/s41593-

019-0342-2

27 이승희 Carl Petersen 스위스 / EPFL

S. Crochet, S.H. Lee, C.C.H. Petersen

(2019) Neural circuits for goal-directed

sensorimotor transformation. Trends in

Neurosciences Vol. 42, pp. 66-77.

10.1016/j.tins.2018.0

8.011 /

https://www.sciencedi

rect.com/science/arti

cle/pii/S016622361830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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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③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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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 연구: 본 사업단 참여 교수들은 적극적인 국제협력 통해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증대하고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김재훈 교수

- 프랑스 Marsille Cancer Research Center의 Vincent Geli 교수 연구팀과 공동워크샵.

○ 송지준 교수

- Marta Biagioli / University of Trento, Italy, 퇴행성 뇌질환 공동연구.

- Andrea Lunardi / University of Trento, Italy, 에피제네틱스 공동연구.

- Ihn Sik Seong / Harvard Medical School, USA, 퇴행성 뇌질환 공동연구.

- Nuri Charoennit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plant immunity 

공동연구

- University of Maryland, USA, AAA ATPase작용기작 연구.

○ 이대엽 교수

- Bing Li /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세미나 및 공동연구 

수행.

- Jerry L. Workman / Stowers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 세미나 및 공동연구 수행.

○ 오병하 교수

- University of Washington, David Baker 교수 연구실 방문 연수.

○ 이승희 교수

- Anna Magnusson / Karolinska Institutet, 공동 심포지움 개최 및 초청 자문.

- Carl Petersen /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대학원생 방문 연구 및 

공동연구.

- Kwanghun Chung / MIT, 대학원생 방문 연구 및 공동연구 진행.

- Wei-Chung Allen Lee / Harvard University, 공동 연구 진행.

○ 조병관 교수

- Philippe Soucaille / 프랑스 툴루즈 대학교, 한-프랑스 미생물 기반 C1 가스 

리파이너리 연구협력 구축, KAIST 초청 공동연구 진행.

- Largus Theodora Angenent / University of Tṻbingen, Biofoundary and Synthetic 
Biology 연구 분야 자문.

- Kristala L. J. Prather / MIT, 2019 시스템 및 합성 생명공학 연구 심포지움 정보 기술 

공유 및 자문.

- Akihiko Kondo / Kobe University, 2019 시스템 및 합성 생명공학 연구 심포지움 기술 

정보 공유 및 자문.

- Patrick Cai / University of Manchester, 2019 시스템 및 합성 생명공학 연구 심포지움 

기술 정보 공유 및 자문.

- Zhongjun Qin / Chinese Academy of Science, Synthetic Genomics: From DNA 

Synthetic to Genome Design 연구 분야 논의 및 자문.

- Junbiao Dai / Tsinghua University, Synthetic Genomics: From DNA Synthetic to 

Genome Design 연구 분야 논의 및 자문.

- Yohei Katsuyama / The University of Tokyo, Synthetic Genomics: From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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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tic to Genome Design 연구 분야 논의 및 자문.

- Chenli Liu / Institute of Synthetic Biology (iSynBio), Synthetic Genomics: From DNA 

Synthetic to Genome Design 연구 분야 논의 및 자문.

- Matthew Chang (NUS), Chenli Liu (SIAT), Akhiko Kondo (Kobe) 초청 심포지움 개최.

- Niger Minton / University of Nottingham, Philippe Soucaille / University of Toulouse 

와 Construction of Eubacterium limosum in silico model 의 공동연구 진행.

 우수 해외 과학자 초청 세미나: 본 사업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세계적 석학들과 우수 

젊은 과학자, 해외 연구자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발표를 통한 각 전문분야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학과 국제협력 경비, KAIX 

세미나 시리즈 등 활용.

○ 스웨덴 The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Karolinska Institute의 Hans Hebert교수

- 2015년 4월 "Develeopment of cryo electron microscopy as a tool in structural 

biology" 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학과 내 관련 분야 교수들과 연구 정보 교류 시간을 

가졌음.

○ 미국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의 Joel K. Elmquist 교수

- 2015년 4월 28일, "Unraveling the CNS Pathways Regulating Energy Balance and 

Glucose Homeostasis" 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학과 내 관련 분야 교수들과 연구 

정보 교류 시간을 가졌음.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rlery의 Randy W. Schekman 교수

- 2016년 10월 4일,“RNA sorting and packaging in extracellular vesicles secreted by 

mammalian cells”의 주제로, 세포막 형성과 조절기전을 분자적인 수준에서 최초 

규명하여 세포생물학 발전에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한 2013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서, 세포막 조절기반 신호전달에 대한 첨단 연구내용을 강연하였고, 학과 내 

교수 및 학생들과 연구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음.

○ 프랑스 Marseille Cancer Research Center의 Vincent Geli 교수

- 2016년 11월 29일~12월 2일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를 방문하여 세미나 발표하고 

본 실험실의 연구원들의 발표로 구성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음. 김재훈 교수 

실험실의 3명 (김재훈 교수, 전종철, 박기현 학생) 3명이 2017년 3월 23일~25일 프랑스 

Marseille Cancer Research Center 대학을 방문하여 세미나 발표하고 Vincent Geli 

연구실 연구원의 발표로 구성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음.

○ 워싱턴대학교의 김진석 교수 

- 2016년 8월 31일~2017년 7월 31일, KAIST에 머물면서 의사결정 연구, 일화적 기억 

연구, 정신질환과 의사결정 관계 연구를 수행하였음.

○ 미국 UCSD의 Bernhard Palsson 교수

- 2018년 10월 29일,“Perspectives on Systems Biology: ALE adventures”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학과 내 관련 분야 교수 및 학생들과 연구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음.

○ 미국 Harvard Medical School의 김광수 교수

- 2019년 4월 25일,“뇌질환 치료의 미래”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학과 내 관련 분야 

교수 및 학생들과 연구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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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신경과학 분야 해외 석학 초청 세미나 개최 및 연구 교류 

○ 미국 NYU의 Claude Desplan 교수

- 2019년 6월 4일,“Coordination between stochastic and deterministic choices in the 

visual system” 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학과 내 관련 분야 교수 및 학생들과 연구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음.

○ 미국 UCSD의 Takaki Komiyama 교수

- 2019년 6월 13일,“Circuit basis of flexible behaviors”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학과 

내 관련 분야 교수 및 학생들과 연구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음.

○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의 Seth Blackshaw 교수, 캐나다 IRCM의 Michel 

Cayouette 교수 

- 2019년 9월 18일,“Neuronal Development and Maintenance”의 주제로 강연 및 교류.

○ 미국 UCLA의 Alcino Silva 교수, Columbia University의 Eric Klann 교수, Yale 

University의 Marina Picciotto 교수

- 2019년 9월 24일,“Neural Mechanism of Innate and Learned Behavior”의 주제로 

강연 및 교류.

○ 영국 King’s College London의 Oscar Marin 교수

- 2019년 10월 1일,“Mechanisms controlling the assembly of cortical inhibitory 

circuits” 의 주제로 강연, 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교류.

○ 미국 Stanford University의 Mark Schnitzer 교수 

- 2019년 11월 5일,“Illuminating brain circuits in action in health and disease”의 

주제로 강연 및 학교 교수/학생들과 교류.

○ 미국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의 Ivan E de Aroujo 교수

- 2019년 11월 13일“Visceral and Chemosensory Controls of Brain Reward Systems”의 

주제로 강연 및 교류.

○ 미국 NYU의 Jeremy Dasen 교수 

- 2019년 11월 22일“Evolution and development of neural circuits for motor contro” 

의 주제로 강연 및 교류.

○ 미국 Harvard University 의 Mark Andermann 교수

- 2019년 11월 26일“Anticipation of food and water: a dialogue between hypothalamus 

and cortex” 의 주제로 강연 및 교류.

○ 중국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Sciences, Beijing의 Peng Cao 교수

- 2019년 12월 3일“The Midbrain circuit modules for defense and attck in mice”의 

주제로 강연 및 교류.

○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의 Cahir O’Kane 교수 

- 2019년 12월 9일“Formation and role of the specialized archtecture of axonal tubular 

ER”의 주제로 강연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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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차년도

(20.9-

21.2)

2차년도

(21.3-

22.2)

3차년도

(22.3-

23.2)

4차년도

(23.3-

24.2)

5차년도

(24.3-

25.2)

6차년도

(25.3-

26.2)

7차년도

(26.3-

27.2)

8차년도

(27.3-

27.8)

계

대학원생 연

구장학금
0 0 0 0 0 0 0 0 0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129,000 258,000 258,000 258,000 258,000 258,000 258,000 129,000 1,806,000

산학협력 전

담인력 인건

비

0 0 0 0 0 0 0 0 0

국제화 경비 39,000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39,000 546,000

교육연구단

운영비
65,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 910,000

교육과정 개

발비
0 0 0 0 0 0 0 0 0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

동 지원비

23,221 46,442 46,442 46,442 46,442 46,442 46,442 23,221 325,094

간접비 5,229 10,458 10,458 10,458 10,458 10,458 10,458 5,229 73,206

Ⅳ. 사업비 집행 계획

1. 사업비 집행 계획(1-8차년도)
                                                                 (단위: 천원)

합계 261,450 522,900 522,900 522,900 522,900 522,900 522,900 261,450 3,6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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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비 집행계획

2.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1~8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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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0 0 0 0

박사과정생 0 0 0 0
박사수료생 0 0 0 0

합계 0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6 3,000 6 108,000

계약교수 1 3,500 6 21,000

합계 7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129,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0 0 0 0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해외 우수대학 단기연수 지원

 - 학회등록비,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1인 200만원 * 10명

20,000

장기연수

‣ MOU 기관 및 해외 우수대학 장기연수 지원

 -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3개월 $5,000 * 1.5명

7,500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및 해외 우수연구자 초청 강연

 - 자문료, 항공료, 체재비 등

  ·1인 200만원 (1일 자문료 $300, 1박 체재비 $250, 항공료 실

비) * 5명

10,000

기타국제화활동 ‣ 해외 우수대학 및 MOU 기관과 공동 심포지움 지원 1,500

합계 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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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구단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및 성과급

 - 1인 * 2,000만원 (6개월,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 포함)
20,000

성과급

‣ 우수 연구성과 및 사업 기여도에 따른 참여교수, 신진연구

인력,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 참여교수 1인 약 65만원(6개월) * 30명

 -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약 200만원(6개월)

21,500

국내여비
‣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석 여비

 - 1인 약 20만원 * 7.5명
1,5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게재 및 교정료,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 수

입비 등

 - 논문게재 및 교정료 650만원

 -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100만원

 -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150만원 (30만원*5명)

9,0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비

 - 1건당 약 100만원 * 2건
2,000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화료 등 1,000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및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 회의비 150만원 

 -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750만원

9,000

각종 행사경비 ‣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활동 등 기타 행사경비 500

기타 ‣ 외부 평가위원 수당 등 기타 비용 500

합   계 65,000

  

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0

‣ 0

‣ 0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 약 75만원 * 30건
23,221  

8) 간접비 : 5,229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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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0 0 0 0

박사과정생 0 0 0 0
박사수료생 0 0 0 0

합계 0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6 3,000 12 216,000

계약교수 1 3,500 12 42,000

합계 7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258,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0 0 0 0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해외 우수대학 단기연수 지원

 - 학회등록비,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1인 200만원 * 20명

40,000

장기연수

‣ MOU 기관 및 해외 우수대학 장기연수 지원

 -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3개월 $5,000 * 3명

15,000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및 해외 우수연구자 초청 강연

 - 자문료, 항공료, 체재비 등

  ·1인 200만원 (1일 자문료 $300, 1박 체재비 $250, 항공료 실

비) * 10명

20,000

기타국제화활동 ‣ 해외 우수대학 및 MOU 기관과 공동 심포지움 지원 3,000

합계 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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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구단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및 성과급

 - 1인 * 4,000만원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 포함) 
40,000

성과급

‣ 우수 연구성과 및 사업 기여도에 따른 참여교수, 신진연구

인력,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 참여교수 1인 약 130만원 * 30명

 -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약 400만원

43,000

국내여비
‣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석 여비

 - 1인 약 20만원 * 15명
3,0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게재 및 교정료,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 수

입비 등

 - 논문게재 및 교정료 1,200만원

 -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200만원

 -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300만원 (30만원*10명)

17,0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비

 - 1건당 약 100만원 * 5건
5,000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화료 등 2,000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및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 회의비 300만원 

 -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1,500만원

18,000

각종 행사경비 ‣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활동 등 기타 행사경비 1,000

기타 ‣ 외부 평가위원 수당 등 기타 비용 1,000

합   계 130,000

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0

‣ 0

‣ 0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 약 150만원 * 30건
46,442  

8) 간접비 : 10,458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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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0 0 0 0

박사과정생 0 0 0 0
박사수료생 0 0 0 0

합계 0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6 3,000 12 216,000

계약교수 1 3,500 12 42,000

합계 7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258,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0 0 0 0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해외 우수대학 단기연수 지원

 - 학회등록비,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1인 200만원 * 20명

40,000

장기연수

‣ MOU 기관 및 해외 우수대학 장기연수 지원

 -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3개월 $5,000 * 3명

15,000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및 해외 우수연구자 초청 강연

 - 자문료, 항공료, 체재비 등

  ·1인 200만원 (1일 자문료 $300, 1박 체재비 $250, 항공료 실

비) * 10명

20,000

기타국제화활동 ‣ 해외 우수대학 및 MOU 기관과 공동 심포지움 지원 3,000

합계 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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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구단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및 성과급

 - 1인 * 4,000만원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 포함) 
40,000

성과급

‣ 우수 연구성과 및 사업 기여도에 따른 참여교수, 신진연구

인력,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 참여교수 1인 약 130만원 * 30명

 -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약 400만원

43,000

국내여비
‣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석 여비

 - 1인 약 20만원 * 15명
3,0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게재 및 교정료,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 수

입비 등

 - 논문게재 및 교정료 1,200만원

 -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200만원

 -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300만원 (30만원*10명)

17,0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비

 - 1건당 약 100만원 * 5건
5,000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화료 등 2,000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및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 회의비 300만원 

 -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1,500만원

18,000

각종 행사경비 ‣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활동 등 기타 행사경비 1,000

기타 ‣ 외부 평가위원 수당 등 기타 비용 1,000

합   계 130,000

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0

‣ 0

‣ 0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 약 150만원 * 30건
46,442  

8) 간접비 : 10,458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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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0 0 0 0

박사과정생 0 0 0 0
박사수료생 0 0 0 0

합계 0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6 3,000 12 216,000

계약교수 1 3,500 12 42,000

합계 7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258,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0 0 0 0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해외 우수대학 단기연수 지원

 - 학회등록비,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1인 200만원 * 20명

40,000

장기연수

‣ MOU 기관 및 해외 우수대학 장기연수 지원

 -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3개월 $5,000 * 3명

15,000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및 해외 우수연구자 초청 강연

 - 자문료, 항공료, 체재비 등

  ·1인 200만원 (1일 자문료 $300, 1박 체재비 $250, 항공료 실

비) * 10명

20,000

기타국제화활동 ‣ 해외 우수대학 및 MOU 기관과 공동 심포지움 지원 3,000

합계 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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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구단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및 성과급

 - 1인 * 4,000만원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 포함) 
40,000

성과급

‣ 우수 연구성과 및 사업 기여도에 따른 참여교수, 신진연구

인력,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 참여교수 1인 약 130만원 * 30명

 -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약 400만원

43,000

국내여비
‣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석 여비

 - 1인 약 20만원 * 15명
3,0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게재 및 교정료,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 수

입비 등

 - 논문게재 및 교정료 1,200만원

 -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200만원

 -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300만원 (30만원*10명)

17,0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비

 - 1건당 약 100만원 * 5건
5,000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화료 등 2,000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및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 회의비 300만원 

 -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1,500만원

18,000

각종 행사경비 ‣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활동 등 기타 행사경비 1,000

기타 ‣ 외부 평가위원 수당 등 기타 비용 1,000

합   계 130,000

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0

‣ 0

‣ 0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 약 150만원 * 30건
46,442  

8) 간접비 : 10,458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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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0 0 0 0

박사과정생 0 0 0 0
박사수료생 0 0 0 0

합계 0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6 3,000 12 216,000

계약교수 1 3,500 12 42,000

합계 7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258,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0 0 0 0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해외 우수대학 단기연수 지원

 - 학회등록비,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1인 200만원 * 20명

40,000

장기연수

‣ MOU 기관 및 해외 우수대학 장기연수 지원

 -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3개월 $5,000 * 3명

15,000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및 해외 우수연구자 초청 강연

 - 자문료, 항공료, 체재비 등

  ·1인 200만원 (1일 자문료 $300, 1박 체재비 $250, 항공료 실

비) * 10명

20,000

기타국제화활동 ‣ 해외 우수대학 및 MOU 기관과 공동 심포지움 지원 3,000

합계 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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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구단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및 성과급

 - 1인 * 4,000만원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 포함) 
40,000

성과급

‣ 우수 연구성과 및 사업 기여도에 따른 참여교수, 신진연구

인력,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 참여교수 1인 약 130만원 * 30명

 -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약 400만원

43,000

국내여비
‣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석 여비

 - 1인 약 20만원 * 15명
3,0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게재 및 교정료,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 수

입비 등

 - 논문게재 및 교정료 1,200만원

 -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200만원

 -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300만원 (30만원*10명)

17,0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비

 - 1건당 약 100만원 * 5건
5,000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화료 등 2,000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및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 회의비 300만원 

 -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1,500만원

18,000

각종 행사경비 ‣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활동 등 기타 행사경비 1,000

기타 ‣ 외부 평가위원 수당 등 기타 비용 1,000

합   계 130,000

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0

‣ 0

‣ 0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 약 150만원 * 30건
46,442  

8) 간접비 : 10,458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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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0 0 0 0

박사과정생 0 0 0 0
박사수료생 0 0 0 0

합계 0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6 3,000 12 216,000

계약교수 1 3,500 12 42,000

합계 7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258,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0 0 0 0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해외 우수대학 단기연수 지원

 - 학회등록비,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1인 200만원 * 20명

40,000

장기연수

‣ MOU 기관 및 해외 우수대학 장기연수 지원

 -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3개월 $5,000 * 3명

15,000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및 해외 우수연구자 초청 강연

 - 자문료, 항공료, 체재비 등

  ·1인 200만원 (1일 자문료 $300, 1박 체재비 $250, 항공료 실

비) * 10명

20,000

기타국제화활동 ‣ 해외 우수대학 및 MOU 기관과 공동 심포지움 지원 3,000

합계 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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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구단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및 성과급

 - 1인 * 4,000만원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 포함) 
40,000

성과급

‣ 우수 연구성과 및 사업 기여도에 따른 참여교수, 신진연구

인력,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 참여교수 1인 약 130만원 * 30명

 -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약 400만원

43,000

국내여비
‣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석 여비

 - 1인 약 20만원 * 15명
3,0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게재 및 교정료,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 수

입비 등

 - 논문게재 및 교정료 1,200만원

 -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200만원

 -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300만원 (30만원*10명)

17,0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비

 - 1건당 약 100만원 * 5건
5,000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화료 등 2,000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및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 회의비 300만원 

 -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1,500만원

18,000

각종 행사경비 ‣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활동 등 기타 행사경비 1,000

기타 ‣ 외부 평가위원 수당 등 기타 비용 1,000

합   계 130,000

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0

‣ 0

‣ 0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 약 150만원 * 30건
46,442  

8) 간접비 : 10,458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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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0 0 0 0

박사과정생 0 0 0 0
박사수료생 0 0 0 0

합계 0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6 3,000 12 216,000

계약교수 1 3,500 12 42,000

합계 7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258,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0 0 0 0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해외 우수대학 단기연수 지원

 - 학회등록비,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1인 200만원 * 20명

40,000

장기연수

‣ MOU 기관 및 해외 우수대학 장기연수 지원

 -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3개월 $5,000 * 3명

15,000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및 해외 우수연구자 초청 강연

 - 자문료, 항공료, 체재비 등

  ·1인 200만원 (1일 자문료 $300, 1박 체재비 $250, 항공료 실

비) * 10명

20,000

기타국제화활동 ‣ 해외 우수대학 및 MOU 기관과 공동 심포지움 지원 3,000

합계 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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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구단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및 성과급

 - 1인 * 4,000만원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 포함) 
40,000

성과급

‣ 우수 연구성과 및 사업 기여도에 따른 참여교수, 신진연구

인력,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 참여교수 1인 약 130만원 * 30명

 -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약 400만원

43,000

국내여비
‣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석 여비

 - 1인 약 20만원 * 15명
3,0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게재 및 교정료,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 수

입비 등

 - 논문게재 및 교정료 1,200만원

 -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200만원

 -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300만원 (30만원*10명)

17,0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비

 - 1건당 약 100만원 * 5건
5,000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화료 등 2,000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및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 회의비 300만원 

 -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1,500만원

18,000

각종 행사경비 ‣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활동 등 기타 행사경비 1,000

기타 ‣ 외부 평가위원 수당 등 기타 비용 1,000

합   계 130,000

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0

‣ 0

‣ 0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 약 150만원 * 30건
46,442  

8) 간접비 : 10,458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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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0 0 0 0

박사과정생 0 0 0 0
박사수료생 0 0 0 0

합계 0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6 3,000 6 108,000

계약교수 1 3,500 6 21,000

합계 7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129,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0 0 0 0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해외 우수대학 단기연수 지원

 - 학회등록비,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1인 200만원 * 10명

20,000

장기연수

‣ MOU 기관 및 해외 우수대학 장기연수 지원

 - 항공료, 체재비, 보험 등

  ·3개월 $5,000 * 1.5명

7,500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및 해외 우수연구자 초청 강연

 - 자문료, 항공료, 체재비 등

  ·1인 200만원 (1일 자문료 $300, 1박 체재비 $250, 항공료 실

비) * 5명

10,000

기타국제화활동 ‣ 해외 우수대학 및 MOU 기관과 공동 심포지움 지원 1,500

합계 39,000

298 / 802



5) 교육연구단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 교육연구단 전담직원 인건비 및 성과급

 - 1인 * 2,000만원 (6개월,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 포함)
20,000

성과급

‣ 우수 연구성과 및 사업 기여도에 따른 참여교수, 신진연구

인력,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 참여교수 1인 약 65만원(6개월) * 30명

 -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약 200만원(6개월)

21,500

국내여비
‣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석 여비

 - 1인 약 20만원 * 7.5명
1,5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게재 및 교정료,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 수

입비 등

 - 논문게재 및 교정료 650만원

 -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100만원

 - 전문가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150만원 (30만원*5명)

9,0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비

 - 1건당 약 100만원 * 2건
2,000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화료 등 1,000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및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 회의비 150만원 

 - 참여대학원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경비 750만원

9,000

각종 행사경비 ‣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활동 등 기타 행사경비 500

기타 ‣ 외부 평가위원 수당 등 기타 비용 500

합   계 65,000

  

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0

‣ 0

‣ 0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 약 75만원 * 30건
23,221  

8) 간접비 : 5,229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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