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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물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1970년대 시작되어 생물공학의 광풍을 일으킨 유전자재조합기술은 DNA를 원하는
위치에서 자르고(Restriction) 붙이는(Ligation) 기술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기술
은 생명의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시작부터 인간사회
의 윤리적 의문점을 갖고 시작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더욱 발전된 형태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은 CRISPR/Cas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와 ‘CRISPR-associated

이 희 찬

교수

한국생물공학회 제 26대 회장
선문대학교 제약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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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s’) 시스템은 1987년 처음 발견된 이후에 본격적인 응용이 시작되어, 2018년
11월 중국의 과학자 허젠쿠이 교수에 의하여 인체에 적용되어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유전체공학 기법으로 에이즈 저항성을 갖는
쌍둥이 아이를 출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전해진 뉴스는 인류 전체가 우려하는 맞춤
형 인간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에단 호크가 주연한 1997년에
만들어진 영화 카타카(Gattaca)에서 예측된 것으로 20년 만에 역사적 현실로 나타나
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달에 가서 방아를 찧는 옥토끼를 보고자 했던 인류의 소망도
현실에 조금 가까워지고, 천리안과 축지법 등 무협소설에서 보던 우리 인류의 상상이
현실로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게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의 정보통신기술
과 바이오기술의 발전은 현대사회의 변혁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회가 더욱 커질 것이고, 특별히 바이오혁명에 의한 사회변화는 생물공학분
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9세기의 증기기관과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에너지의 생산 및 수송수
단의 혁명적인 발전과,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하여 전 세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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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되는 시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바이오시대의 초입에 위치하고 1970년대 꿈으로 시작
된 유전공학이 더 이상 꿈이 아니고, 생물산업이 현실적인 지위를 갖고 국가 및 세계 경제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국내 및 국외의 증권시장에서 시가 총액 상위 업체에 포진하고 있는 다수의 생물공학 업체로
확인할 수 있는 실물경제의 중심에 바이오산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올해는 30대 중반이 된 한국
생물공학회가 한국을 포함하는 세계의 바이오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일꾼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때
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전임 회장단을 포함한 한국생물공학회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창의적
인 업적은 본 학회가 청년으로서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체력을 갖추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1970년대 말에 시작되어 1980년대에 생물공학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생물공학회를 탄생시킨 전임회장
및 임원진에 이어 1990년대에는 한국생물공학회가 외국의 생물공학분야의 협력을 도모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APBioChEC과 1994년 시작된 YABEC의 활동을 통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물공학분야에서 한국의 생물공학의
위치는 점차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미국과 유럽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세계 생물공학분야의 정점에
위치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2012년에는 15차 IBS (15th International Biotechnology Symposium &
Exhibition)를 유치하여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면서 한국생물공학회가 세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YABEC은 AFOB, ACB로 발전되어 한국 생물공학이 아시아의 중심이고, 미
국, 유럽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생물공학회의 성장과 활동과정은 가히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세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체력과 실력을 갖추었고,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시대라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지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등 한국생물공학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할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적으로 회자되고 있고, 그 변혁의 시기를 몸으로 체험한 우리
세대의 사람들도 어떻게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할 때가 있고, 이러한 발전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및 정부주도의 발전에 의하여 2019년 현재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
권이고, 그와 걸맞게 전 산업분야에서 한국은 대부분 10위권 이내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통칭되는 G7
국가에서 기술도입을 하고, IBRD차관을 통하여 물품과 기술을 도입하던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유럽에서도
한국은 기술이 발전된 나라로 인정되고, 스포츠 및 문화분야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어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
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야의 산업이 비교적 뒤로 처지고 있는데, 바이오 및 의약분야의 산업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발전
속도가 느리고, 따라서 많은 물품과 기술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한 대표기업 중
에 하나인 삼성이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걱정하며, 바이오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든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
다고, 혹은 더 일찍 했었어도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찍이 1980년대부터 한국의 생명공학에 아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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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투자를 실행한 LG도 있었으나,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규모
의 한계가 한 가지 요소였다고 판단됩니다. 1991년부터 신약개발에 착수하여 2003년에 최종승인을 받은 팩티브는 신
약개발에 필요한 기업의 능력, 즉 임상시험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한국기업의 규모를 확인시켜 준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생물공학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 40년이 되어 요즈음은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세계적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과 경쟁에 나서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생물산업의 규
모는 다른 분야에서 한국이 갖는 경쟁력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서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면 그에 걸 맞는 생물산업분야의 학문적 역량, 산업적 활동이 있는 것이 당연
한데, 이것이 부족한 이유를 찾아보고, 학회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생물공학회의 활동이 지난 30여 년간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발전한 것은 가히 폭발적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
니다. 회원수가 8000명에 이르고, 봄 가을 학회마다 1500명 이상이 참여하고, 5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며, 외국에
서 저명한 연사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또한 여러 국가에서 오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회 때마다 세계의 대표적인 연사
를 모시고자 할 때, 연사의 스케줄, 연구 분야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이번에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은 한국생물공학회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연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학회 회원을 비롯한 국내
연구진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진 것을 방증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도 산업적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
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생물산업계가 가진 현 주소로 인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노력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외 산업계의 핵심인사를 초청하여 한국생물산업의 강점과 약점, 개선해야 할 문제와 해
결책 등을 함께 논의하고, 학회가 해야 할 일을 찾고자 합니다.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선배님들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그러나 비교적 쉽고, 또한 그 선배님들이
아직 학회에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므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생물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한국 경
제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학회활동의 중심을 산업계와의 협력에 보다 치중하고자 합니다.
생물산업의 Red, Green, Blue, White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산업계와의 활동을 포함한 학문적인 결실들이 학
회에서 발표되고, 그를 바탕으로 더 큰 논의의 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White Biotech의 대표적인 결과들을
발표할 장도 특별히 마련하여 산업계의 고민과 연구자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올해 봄 학회에서는 셀트리온, 한국콜마, 레고켐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영문 알파벳순)의 CEO를 모시고 한국 생
물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논의를 이끌어 주실 분으로는 학회 전임 회장님들을 모시었습니
다. 가을 학회에도 더 많은 노력을 통하여 산업계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가능하다면 외국의 성공적인 산업
계 활동에서도 그 예를 찾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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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회 수석부회장에 당선되며 준비한 저의 다짐은 모두 이룰 수 없지만, 학회의 발전방향으로 회원 여러분의
활동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학회 장기발전방향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학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문 및 국문 학술지 발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새로운 회원을 발굴하여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첫 번째 학회가 다가오고, 올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
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회원 여러분의 바람을 제대로 파악하여 한국생물공학회가 한국생물산업 발전
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생물공학회를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주신 선배님들과 회원님들 제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
와 협조, 그리고 따끔한 일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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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코젠 유전자진화기술을 이용한
API효소 개발

기업개요
•기업명 : 아미코젠㈜

최 수 림

연구소장

아미코젠(주)
단백질정제연구소
amicogen@amicogen.com

•대표이사 : 신용철
•설립일 : 2000.05.29
•홈페이지 : www.amicogen.com
•대표메일 : amicogen@amicogen.com
•주소 : 본사

및 진성공장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259번길 64
문산1·2공장 -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50번길 14-10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50번길 7-22
서울지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601호
•전화번호 : 055-759-6161
•인력현황 : 168명(2018년 12월 말 기준)
•사업분야 : 산업바이오
•핵심기술 : 유전자진화기술, 단백질공학기술
•사업영역
- 바이오(제약용 특수효소, GreenAPI사업, 환경용 특수효소)
- 헬스&뷰티(건강기능성 원료 및 완제품 사업, 화장품 사업)
- 정밀의약(인체용 및 동물용 원료의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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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연혁
2000.05

아미코젠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55백만원)

2004.05

다국적 제약사에 항생제 원료 생산용 특수효소(CA효소) 기술이전(약 100억원 규모)

2006.10

벤처기업대상 대통령표창 수상(산업자원부)

2009.05

대일수출 유망 100대 기업 선정(KOTRA, 지식경제부)

2011.12

세계일류상품 선정(N-아세틸글루코사민)-지식경제부

2012.10

무역의날 대통령상 수상

2013.09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 수출 1천만불탑 수상

2014.07

㈜셀리드 투자, Shandong Amicogen Biotechnology 설립

2015.01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인수 (구. Shandong Lukang Record Rharmaceutical, LLC.)
㈜아미코젠퍼시픽, ㈜스킨메드, ㈜클리노믹스 투자

2016.01

산업바이오, 헬스케어, 정밀의약 시너지 사업 확대

2017.08
2017.12

캉마이천社와 중국 콜라겐 펩타이드 공장설립 MOU체결
관계사 Bio-Works Technologies AB 상장(Firstnorth Nasdaq)

2019.02

관계사 ㈜셀리드 코스닥시장 상장

산업용 효소의 선두기업 아미코젠㈜
아미코젠㈜는 국내 대표적인 산업바이오(white biotechnology)기업이다[1]. 2000년 5월 설립 이후 핵심 기반 기술인
iDNA evolutionTM기술(유전자 진화기술, 미생물 배양기술, 효소공학 기술을 통합한 효소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여 제
약용 특수효소 및 기타 산업용효소를 비롯한 각종 효소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2]. 아미코젠에서 생산된
효소제품은 300회 이상 재사용할 수 있어, 제품수율, 제조원가, 환경 비용 등 모든 면에서 기술 우위를 자랑한다. 대부
분 세계 최대 원료의약 시장인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효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세계
최대 원료의약품 생산국인 중국에서 의약용 효소 점유율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산업용 효소 시장은 세계적으로 2016년 46억 1천만 달러에서 2021년 63억 2천만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3].
특히 의약, 섬유, 제지, 가죽 등의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용 효소의 수요 증가가 예측된다. 이 중 산업용 효
소가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항생제 의약품 원료(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 시장이다. 베타-락탐(β
-lactam)계 항생제인 페니실린(penicillin)계 및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계 항생제는 의약품원료 전 세계 항생제
시장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시장은 2016년 778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998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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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 약 14.4%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 항생제 원료의약품은
대부분 화학합성법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이 경우 고에너지 소비, 심각한 환경문제 유발, 낮은 생산수율, 불순물 오염
등으로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이 요구되고 있다.

유전자 진화기술과 산업용 효소
2018년 10월 화학 노벨상은 조지 스미스(George
Smith), 그레고리 윈터(Gregory Winter)와 함께 방향
성 효소 진화(directed enzyme evolution)를 발명한 프
랜시스 아놀드(Frances Arnold)에게 돌아갔다[5]. 자연
계 진화는 수천 년에 걸쳐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통해 이
루어지지만, 아놀드 박사는 이를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단시간에 자연계 진화와 동일한 직접적인 진화를 유발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6]. 예를 들면, 효소 유전자에
무작위 돌연변이를 유발하여 박테리아에 도입하고, 만
들어진 다양한 효소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촉매활
성을 보이는 변이효소 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처음 시작했던 효소보다 수백
배 이상 활성이 증가된 효소분자를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이 방법은 산업용 효소를 개발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
그림 1. 무작위로 발생된 돌연변이 유전자를 이용하여 화학공정에
효율성이 높은 효소로 개량하는 과정

로서 인정받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화학적으로 산업
용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촉매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효소는 기본 20개의 아미노산을 기반으로 수

천 개의 단백질 빌딩 블록이 다양한 효소를 구성할 수 있어 유전자 진화기술을 이용하면 복잡한 화학 공정을 간단하게
줄이거나 유독물질을 쓰지 않으면서도 정밀하고 친환경적인 산업용 촉매 효소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 진화기술을 이용한 cephalosporin acylase 개발
7-아미노 세팔로스포릭 산(7-amino cephalosporanic acid, 7-ACA)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베타-락탐계 항생제의
핵심 전구체 중 하나이다. 산업계에서는 주로 화학적 합성과 2 단계 효소법으로 생산되고 있다[7]. 특히, 2단계 효소법
은 천연 세팔로스포린 C(cephalosporin C, CPC)를 가수 분해하여 생산하며, 산업용 규모에서 폐기물 양을 31kg (화학
공정의 경우)에서 1kg 미만으로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화학합성을 대체하고 있다[8]. CPC는 디아미노산
산화효소(D-amino acid oxidase, DAAO)에 의해 알파-케토아디필-7-아미노 세팔로스포릭 산(α-ketoadipy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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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으로 산화되어 산소분자를 소비하고 부산물인 과
산화수소(H2O2)를 생성한다. 이어서 알파-케토아디
필-7-아미노 세팔로스포릭 산은 글루타릴-7-아미노
세팔로스포릭 산(glutaryl-7-aminocephalosporanic
acid, GL-7-ACA)으로 자발적으로 전환되고 GL-7ACA는 글루타릴-7-아미노 세팔로스포릭 산 아실라아
제(glutaryl-7-aminocephalosporanic acid acylase,
GL-7-ACA acylase)에 의해 7-ACA로 가수분해된다.
그러나 2단계 효소법의 가장 큰 단점은 부산물인 과산
화수소에 의해 DAAO 및 GL-7-ACA acylase의 반감
기가 감소되고, 약해진 효소 안정성으로 인해 7-ACA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9]. 따라서 생산 원가는 여
전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2단계 효소법을 대체할
수 있는 세팔로스포린 C 아실라아제(cephalosporin C
acylase, CPC acylase)를 이용한 1단계 효소법이 제안
그림 2. 7-Amino cephalosporanic acid (7-ACA)를 생산하기 위한
1단계 효소공법

되었으나[10], 낮은 전환율 때문에 산업공정에 적용하기
에는 제한이 있었다(그림 2).

아미코젠에서는 베타-락탐 링 구조를 인식하는 GL-7-ACA acylase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조의 곁가지(side
chain)’를 인식할 수 있는 1단계 효소를 개발하고자 직접 효소 진화(directed enzyme evolution)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그림 3. 유전자 진화를 통한 7-ACA 생산용 1단계 CPC acylas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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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활성을 얻기 위해 베타-락탐 구조를 포함하는 핵 부분(nucleus side)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효소를 개량하였다
[11].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 그림의 기질 구조에서 기질은 공통적으로 ‘베타-락탐 링’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구조의 곁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1단계 합성효소는 이런 합성기질을 자물쇠-키 방식으로 인식하여 촉매
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여 GL-7-ACA acylase를 유전자 진화시켜 1단계 7-ACA 생산용
CPC acylase를 개발하였다(그림 3).

1단계 효소공법으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효과
1단계 효소의 효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자료는 2008년 리차드 박사의 논문을 토대로 계산되었다[12]. 1단
계 효소법의 결과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화학합성법에 비해서 당사 1단계 효소법은 생산수율 17.6% 증가, 전체 에너지
소비 50.6% 감소, 폐기물처리 에너지 60.6% 감소, CO2 방출 59.2% 감소된다. 2단계 효소법에 비해서 당사 1단계 효소
법은 생산수율 22.9% 증가, 전체 에너지소비 23.1% 감소, 폐기물처리 에너지 23.1% 감소, CO2 방출 23.1% 감소된다.
당사 1단계 효소법은 생산수율이 높고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기술이다. 1
단계 효소를 사용하여 화학합성법에 비하여 약 50%, 2단계 효소법에 비하여 약 30%의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그림 4).

산업용 효소사업의 다각화
아미코젠에서는 항생제 원료의약품(API) 생산효소 외에 다양한 산업용 효소를 성공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다. 생산성
을 약 2천배 이상 향상시킨 키틴나아제(chitinase)를 개발하여 ‘천연 N-아세틸글루코사민’(2011년 ‘세계일류상품’ 선정)

그림 4. 1단계 효소공법(CX)의 경제적·환경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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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용화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효소기술을 활용하여 천연혈당강하/대
사질환 예방 및 개선 소재인 D-카이로이노시톨/피니톨, 피부미용소재인 콜라겐 펩타이드, 항산화 신소재인 라이코펜
및 후코잔틴, 곡물발효효소 등을 상품화하였다.
한편으로는 국내 효소 연구자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효소의 사업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오
디젤 생산용 리파아제 효소의 사업화에 성공하였고, 인삼의 주요 성분인 프로토파낙사디올(Protopanaxadiol, PPD)을
컴파운드 K(compound K)로 100% 전환하는 효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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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vo 단백질 진화 –
차세대 단백질 진화법
1. In vitro 단백질 진화법
In vitro 실험을 통한 단백질 진화는 PCR[1]이 소개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발 및
발전되어 왔다. Error-prone PCR, DNA shuffling 등의 기술을 통해 유전자에
random으로 돌연변이를 도입하거나(단백질에 있어서 잔기의 변환의 결과를 가져옴),
같은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의 단편들을 무작위로 섞는 방법(단백질에 있어서 도메인
혹은 모티프 전체를 변환하는 결과를 가져옴)을 통해 돌연변이 유전자를 만들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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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유전자로부터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특성을 띄는 유전자를 골라내는 방법이
주된 연구방법이었다[2-5]. 그러나 이러한 무작위 돌연변이법은 고효율의 선별법이
반드시 필요했다. 왜냐하면, 무작위 돌연변이법은 수많은 활성(혹은 특성) 감소 돌연
변이(deleterious mutation)를 생산해내는 특징이 있었고, 또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므로,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활성 감소 돌연변이들 중에
숨어있는 활성(혹은 특성) 증진 돌연변이(beneficial mutation)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고효율의 선별법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1) microplate 상에서 각각의 돌연
변이주에 대해 반응을 수행하여, 반응이 수행되었을 경우 반응혼합물의 색깔이 변화
하도록 하여 이를 관찰 혹은 분석하는 방법, 2) 목표화합물을 유일한 영양소로 제공하
고 이를 활발히 활용하는 돌연변이를 포함하는 세포가 잘 자라는 것을 활용한 세포성
장 기반 선별법(예, enrichment culture), 3) 항생제 저항성을 획득하는 돌연변이 단

김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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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포함하는 agar plate 상에서 세포의 사멸 혹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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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을 통해 활성 돌연변이를 선별하는 방법, 혹은 4) FACS와 같은 고효율 선별 기술을

jinyohg@gmail.com

도 천문학적인 돌연변이 라이브러리로부터 활성 돌연변이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

통해 선별하는 등의 고효율 선별법 등이 동원되어 왔다(표 1 참조). 이런 기술만으로
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라이브러리의 숫자를 줄이는 기술 또한 개발하여 왔다. 이의
한 예가 smart library 구현이었고, 생물정보학적 분석 혹은 분자모델링 기법을 사용
하여 목적 단백질 내의 중요한 모티프 혹은 잔기에 대해서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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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빈번하게 사용되는 고효율 선별법 및 단백질 진화 적용 예
Methods
Microplate assay

Antibiotics

Method summary

Examples

References

Selection of mutants by
assaying activity, cofactor
consumption, etc

Measured NAD(P)H consumption and H2O2 formation to
screen for P450 BM3 mutants; Colorimetric assay to find
mutants with increased activity of α2,3/2,6-sialyltransferase;
Colorimetric assay to select CYP153A35 mutants with
enhanced ω-hydroxylation of palmitic acid

[11-13]

Mutant selection via cell live
or death under antibiotics

Selection of trimethoprim-resistant mutants; Selection of
spectinomycin-resistant mutants; Selection of trimethoprimresistant mutants

[14-16]

Selection of mutants of AlkB and CYP153A6 with increased
terminal alkane hydroxylation activity via enrichment culture in
alkane medium; Selection of ω-transaminase mutants with
increased resistance to product inhibition via enrichment culture
in aliphatic ketone medium

[17, 18]

Selection of Cre recombinase mutants with differing loxP
specificity; Selection of TEV protease mutants with change in
substrate specificity; Selection of sialyltransferase mutants with
increased catalytic efficiency

[19-21]

Enrichment culture Selection of mutants by
differing cell growth rate

FACS

Sorting of mutant cells by
differing fluorescence

법을 통해 라이브러리 숫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행하여져 왔다[6-8]. 이러한 노력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de novo 단
백질 디자인인데, 이는 단백질 시퀀스 분석이나 구조분석 없이 활성 단백질이나 안정한 단백질 scaffold를 만들어내는
노력이었다[9]. 또한, 무작위 돌연변이법과 de novo 단백질 디자인법을 혼합한 hybrid method 또한 행하여져 왔는데,
이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단백질 진화법이다[10]. 이에 비하여 in vivo 진화법은 돌연변이 유발과 활성이
증진된 돌연변이 균주 혹은 단백질을 세포 안에서 동시에 생성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in

vivo 돌연변이법에는 무작위 in vivo 돌연변이법 및 target 특이적 in vivo 돌연변이법의 두 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
그림 1에서는 현재까지의 in vitro 진화법과 in vivo 진화법의 개발의 시간 순서로 소개되어 있다.

그림 1. In vitro 진화법과 in vivo 진화법의 개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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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작위 in vivo 돌연변이법
최근 들어, 돌연변이 유발과 활성 돌연변이 선별을 모두 세포 안에서 한꺼번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가 소개되고 진
행되고 있다. 무작위 in vivo 돌연변이 방법들 중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XL-1 Red 대장균 균주를 사용
하는 방법이다. Greener 등은 DNA 수복(修復)에 관여하는 세 개의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도입함으로써 대장균이 DNA
복제 시에 스스로 돌연변이를 많이 유발하도록 하였다[22]. 이 균주는 mutS (DNA mismatch repair protein), mutT
(8-oxo-dGTP diphosphatase), mutD (DNA pol III exonuclease)에 활성 감소 돌연변이(deleterious mutation)가
도입되어 있어(그림 1A), 야생주 대장균보다 약 5000배가량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한다(표 2 참조). Ehrig 등은 XL1red strain을 사용하여 green-fluorescent protein(GFP)의 random library를 만들었고 기존과는 다른 파장의 빛을
받아들여 들뜬상태가 되는 돌연변이 단백질을 찾아내었다[34]. 또 다른 예는 University of Manchester의 Nicholars
Turner 그룹에 의해 보고된 monoamine oxidase의 광학선택성을 증가시킨 것이다[35]. Turner 그룹에서는 XL-1
r e d 균주를 사용하여 (S)-광학이성질체에 대한 선택성이 높은 돌연변이 효소를 찾음으로써 (S)-α
-methylbenzylamine에 대한 높은 광학선택성을 보이는 효소를 개발하였다. XL-1 red 균주는 Lactobacillus gasseri
유래 β-glucuronidase (GusA)의 sub-optimal pH에서의 활성을 높이는 연구에도 적용되었다. Callanan 등은 돌연변
이 효소 라이브러리 중 pH 5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 돌연변이 효소를 찾아내었는데, 이 돌연변이 효소는 중성
pH에서 야생주 효소보다 더 높은 활성을 보여주었다[36].
대부분의 무작위 in vivo 돌연변이 라이브러리 구축 시스템은 XL-1 red 균주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하버드대의 David Liu 그룹은 무작위 in vivo 돌연변이 제작법에서 좋은 결과

그림 2. 무작위 in vivo 진화법의 개요. (A) XL1-red 균주의 개요. XL1-red는 세 개의 DNA 수복(修復) 효소(mutD, mutS, mutT)의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돌연변이를 스스로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 균주이다. (B) MP6 플라스미드의 개요. MP6는
inducer로 발현 유도되는 돌연변이 유발 효소를 포함하는 플라스미드이다. 이것은 넓은 범위의 돌연변이 종류와, Pol III의 돌연
변이와 망가진 수복(修復) 기능으로 인한 높은 돌연변이 비율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C) PACE의 개요. PACE는 phageassisted continuous evolution 법으로, 대장균 내의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매개법으로써 M13 phage의 생존을 활용하
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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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단백질에 대한 돌연변이 유발법 및 그의 응용
Methods
epPCR

DNA shuffling

Method summary
A PCR-based
mutagenesis method
that utilizes an errorprone DNA
polymerase to insert
errors randomly
A PCR-based method
that utilizes DNase to
cut DNA in fragments
then allow them to
prime each other for
random combinatorial
library

In vivo or in
vitro ?
In vitro

Specificity
Random

In vitro

Random

Site-saturated
mutagenesis

A mutagenesis method
that substitutes a
specified amino acid to
any of 19 other amino
acids

In vitro

Targetspecific

XL1-red

an E. coli mutator strain
with three repair
pathways inactivated

In vivo

Random

MP6 plasmid

a small-molecule
inducible mutagenesis
plasmidthat offers
broad mutational
spectra andhigh
mutational rates by
using mutated Pol III
and impaired repair
pathways
a phage-assisted
continuous evolution
method that utilizes the
survival of M13 phage
to mutate genes in E.
coli

In vivo

Random

In vivo

Random

PACE

Mutation rate
Applications
References
(μbp)*
N/A
Improved proteolytic activity of
[23-25]
subtilisin BPN’ in cold
temperatures; Improved
Coprinus cinereus (CiP) heme
peroxidase stability and activity
under laundry condition
N/A
Increased resistance of TEM-1
[26-29]
β-lactamase against
cefotaxime; Increased substrate
specificity of β-galactosidase
toward nitrophenyl
fucopyranoside; Improved
fluorescence signal of GFP;
Increased resistance of ars
operon against arsenate
N/A
Substrate specificity change for
[30-33]
catechol 1,2-dioxygenase;
Improved uridine
diphosphogalactose
4-epimerase activity on
tagatose; Increased lactose
phosphorylase activity of
cellobiose phosphorylase from
Cellulomonas uda
~10-6
Modified fluorescence of GFP;
[22, 34-36]
Improved enantioselectivity of
monoamine oxidase; Improved
activity of â-glucuronidase in
neutral pH
~6.2x10-6
Increased resistance to number
[37, 38]
of antibiotics; Evolution of Cas9
to engineer PAM compatibility
and DNA specificity

~10-7

Modified specificity of T7 RNA
polymerase toward T3
promoter; Modified proteinprotein interaction of Bt toxin to
bind a novel receptor; Modified
specificity of TEV protease
toward a totally different
sequence; Combined with AND
gate to improve cytosolic
expression of misfolded
antibodies and the rat
APOBEC1

[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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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summary

MAGE

a multiplex genome
engineering method
that utilizes singlestranded DNAs and
recombination to
mutate multiple loci in
genome

MutaT7

a method utilizing a
chimeric protein of T7
RNA polymerase and
cytidine deaminase to
specifically mutate
genes downstream of
T7 promoter
a method utilizing a
chimeric protein of
error-prone Pol I and
nicking variant of
Cas9to specifically
mutate genes targeted
by gRNA
a multiplex genome
engineering method
that utilizes CRISPRCas9 with barcodetracking of mutations

EvolvR

CREATE

In vivo or in
vitro ?
In vivo

Specificity
Targetspecific

Mutation rate
Applications
(μbp)*
N/A
Optimized metabolic flux of
DXP pathway to overproduce
lycopene in E. coli; Improved
the production of indigo and
indirubin; Reassignment of 314
stop codons in E. coli to
measure individual
recombination frequencies and
viabilities
N.D.
Improved resistance of
dihydrofolate reductase to
trimethoprim

In vivo

Targetspecific

In vivo

Targetspecific

10-5 ~ 10-6

In vivo

Targetspecific

N/A

Increased resistance of
ribosomal protein subunit to
spectinomycin

Improved resistance of
dihydrofolate reductase to
trimethoprim; Metabolic
engineering of E. coli to
produce isopropanol; Increased
NADPH pool with increased
3-hydroxypropionic acid
production as well

References
[43-45]

[16]

[14]

[15, 46, 47]

* Mutation rate (μbp)는 mutation/bp/generation의 rate와 같다. N/A: not applicable. N.D.: not determined.

를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넓은 돌연변이 범위와 빈도(~ 6.2×10-6 μbp)를 보여주는 mutator plasmid인 MP6를 개발하
였다[37]. MP6 mutator plasmid는 원래 phage-assisted continuous evolution (PACE)에서 돌연변이 비율을 높이
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이의 성능을 더욱 높인 것이다. Arabinose에 의해 발현유도 되는 PBAD 프로모터를 사용하여 발
현을 조절 하에, 활성이 떨어지는 돌연변이를 함유하고 있는 DNA pol III (dnaQ926 ), DNA methylase (dam ), hemimethylated GATC-binding domain (seqA ), uracil-DNA glycosylase inhibitor (ugi ), cytidine deaminase (cda1 ),
transcription repressor for intracellular dNTP pool (emrR )들을 발현하여, 야생주 대장균 chromosome에 322,000
배가량 증가된 돌연변이 비율을 구현하여, 항생제 내성 균주, T3 프로모터에서 작동할 수 있는 T7 RNA polymerase
개발 등 다양한 돌연변이 균주 혹은 단백질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그림. 2B). 또
한, Liu 그룹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CRIPSR-Cas 시스템 상에서 Cas9 효소가 다양한 종류의 PAM 서열(NG, GAA,
GAT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돌연변이 효소를 만들었다[38,40]. 이러한 예들은 무작위 돌연변이 유발과 이중 활성(혹
은 특성)이 증진된 돌연변이 효소(혹은 단백질)를 동시에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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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in vivo 돌연변이 방법인 MP6 플라스미드와 PACE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무작위 in vivo 돌연변
이법은 off-target 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off-target 효과는 세포를 사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부분의 방법은 target 특이적인 in vivo 돌연변이법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3. 목표 특이적 in vivo 돌연변이법
차세대 시퀀싱(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이 발전하고, DNA 합성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감에 따라, in

vivo 진화법을 위한 최신의 기술들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하버드대의 George Church 그룹은 자동 다중 유전체 엔지
니어링 기술법(automatic, multiplex genome engineering (MAGE))을 개발하였는데, 이 방법은 단일 가닥의
DNA(single-stranded oligonucleotides (ssOligo))와 lambda Red recombinase (λ-Red)의 β protein을 사용하여 대
장균 유전체의 목표 부위를 특이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43]. Church 그룹은 이 방법을 통해 세포 배양, β
protein 발현, 목표부위 DNA 서열에 돌연변이 혹은 염기 삽입/제거를 포함하는 ssOligo 삽입, 세포 재건을 자동적으
로 수행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유전체에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방법을 완전 자동화 및 여러 돌연변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그림 3A). 이렇게 개발된 MAGE법 시험을 위해, 대장균에서 lycopene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DXP 생합성 경로를 개량하여 metabolic flux를 최적화하였다. 이를 위해 isoprenoid 생산 유전자의 ribosome
binding site를 개량하여 최종적으로 lycopene 생산이 증진된 균주를 만들었다[43]. 또한 Church 그룹은 Cos-MAGE
법을 개발하였는데, 이 방법은 돌연변이를 더 잘 보유할 수 있는 돌연변이주를 더 많이 포함하도록 하여 돌연변이 라이
브러리 크기를 더욱 크게 하는 방법이다[44]. 이러한 Cos-MAGE법을 사용하여 indigo와 indirubin 생산 유전자의
upstream에 T7 프로모터를 삽입하고 최종적으로 8.6 mg g-1 dry cell weight의 indigo를 생산할 수 있는 대장균 돌
연변이주를 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Isaacs 등은 MAGE법을 활용하여 hierarchical conjugative seembly genome
engineering (CAGE) 법을 개발하였는데, 이 방법은 대장균 유전체에 대하여 MAGE를 사용하여 돌연변이를 유발하
고, 이들 각각의 대장균 돌연변이를 gene transfer를 사용하여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다[45]. 이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314개의 TAG stop codon을 모두 TAA stop codon으로 바꾸는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각각의
mutation이 cell viability와 recombination frequency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목표 특이적 in vivo 돌연변이 라이브러리 구축법은 T7 RNA polymerase와 base editing 능력이 있는
cytidine deaminase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Moore 등은 MutaT7이라는 chimera 효소를 개발하였는데, 이 효소는 T7
프로모터에 결합하여 T7 프로모터가 관할하는 유전자에 특이적으로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방법이다(그림 3B). 연구진
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trimethoprim에 대한 dihydrofolate reductase (DHFR)의 저항성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16].
CRISPR-Cas9 시스템의 발견은 유전체 편집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시스템은 유전체 편집에 사용
되지만, in vivo 돌연변이 유발에 응용되기도 한다. CRISPR-Cas9 시스템은 guide RNA와 Cas9 endonuclease가 사
용되는데, Cas9이 위치특이적으로 유전체를 자르게 되면 잘려진 유전체는 homologous recombination(HR)이나
non-homologous end joining (NHEJ)를 통해 복구된다. 이러한 복구과정을 활용하여 유전체에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방법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Halperin 등은 EvolvR법을 개발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guide RNA, Cas9 효소의 돌연변
이인 nickase, 에러를 유발하는 DNA polymerase I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nickase와 Pol I이 pTarget 플라스미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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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지속적으로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방법이다(그림 3C). 이 방법은 더 보완되었는데, thioredoxin-binding
domain을 활용하고, off-target effect를 감소시켜 불완전한 퓨전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이 방법을 응용하여
spectinomycin에 저항성이 우수한 대장균을 개발하였다[14].
단일 염기쌍에 대한 돌연변이 제작을 통해, 더 한층 특이적인 in vivo 돌연변이법이 개발되었다. Liang 등은
CREATE법을 개발하였다(그림 3D). 이 방법은 CRISPR-enabled trackable genome engineering (CREATE)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설계된 guide RNA와 homology arm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들 DNA에는 PAM 서열에 mutation이
삽입되어 있어, 추후의 homologous recombination 후에 Cas9에 의한 DNA 잘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DHFR 단백질의 모든 잔기에 대해 saturation mutagenesis library를 구축하여, 그로부터 trimethoprim

그림 3. 목표 특이적 in vivo 돌연변이법의 개요. (A) MAGE법의 개요. MAGE는 목표부위에 대한 돌연변이를 포함하는 단일가닥 DNA
를 주입하여 여러 부위에 대해 동시에 재조합을 일으킴으로써 유전체에 대한 다중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방법이다. (B) EvolvR
법의 개요. EvolvR은 에러를 유발하는 Pol I의 chimeric 단백질과 Cas9의 돌연변이 효소인 nickase를 활용하여 guide RNA가
목표로 하는 부분에 특이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방법이다. (C) MutaT7법의 개요. MutaT7은 T7 RNA polymerase의 돌연
변이 효소와 cytidine deaminase를 사용하여 T7 프로모터에 의해 전사되는 유전자에 특이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방법이
다. (D) CREATE법의 개요. CREATE는 CRISPR-Cas9 시스템을 사용함과 동시에 mutation에 대한 barcode-tracking법을 사용
하는 유전체 다중 엔지니어링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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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 DHFR를 선별하였다. 이러한 trimethoprim 저항성 효소는 기존에 보고된 세 가지의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기
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일곱 가지의 새로운 돌연변이를 찾아내었다. Liang 등은 이 방법을 대장균의 isopropanol 생산
경로에도 적용하였다[46]. Isopropanol 생산경로 상에 있는 네 개의 유전자에 대하여 그들의 ribosome binding site에
대하여 돌연변이를 유발하였고, 이로부터 7.1 g/L의 isopropanol을 생산할 수 있는 대장균 돌연변이주를 제작할 수 있
었다. CREATE는 cofactor regeneration에도 적용되었는데, Reynolds 등은 NAD(P)H 생성에 관여하는 11개의 유전
자를 선정하고, 25,900개의 돌연변이를 그들 유전자에 유발시켰다. 이러한 돌연변이 균주 중 reactive oxygen에 저항
성이 있는 균주를 선별하는 방법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균주를 선별하였다[47]. Reactive oxygen stress를 selection
pressure로 사용한 이유는, NADPH/NADP+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reactive oxygen stress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
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CREATE를 사용하여 NADPH/NADP+ 비율이 증가된 돌연변이 균주를 선별할 수 있었고, 이
균주는 야생주 대장균 보다 2배 이상 증가된 6.4 ± 0.5 g/L의 3-hydroxypropionic acid를 생산하는 돌연변이 균주를
제작할 수 있었다.

4. 결론
In vitro 돌연변이법이 개발되어 사용된 후, 이를 이용하여 고효율로 돌연변이주를 선별하기 위하여, 고효율 돌연변
이 선별법이 고안되었고, 또한, 목표 특이적인 돌연변이 유발을 위하여 ‘smart library’ 설계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In

vivo 돌연변이법 또한 유사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n vivo 돌연변이법은 돌연변이를 추적할 수 있는 방
법이 어렵고, 돌연변이를 일으킨 부위 이외에 돌연변이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소위, off-target effect) 때문에, 사
용이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CRISPR-Cas 시스템의 발달과 더불어, DNA 합성 가격 및 NGS 분석 가격
이 하락함에 따라 이러한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in vivo 돌연변이법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최신 기술
이 적용됨에 따라, 무작위 돌연변이 속에서 특성이 개량된 돌연변이를 선별하고 이들 돌연변이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적용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In vivo 돌연변이법은 in vitro 돌연변이법에 비해 부가적인 유전자조작 개입이 필
요하지 않으며 단백질의 특성을 세포의 성장과 동시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돌연변이 균주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고효율 선별 시스템의 개발은 in vivo 돌연변이법에서도 여전한 숙제이다. 아직 미성숙된 기
술이기는 하나, in vivo 돌연변이법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실험법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방법들이 고안되면
균주 및 단백질 진화에 있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연구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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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폴드 (AlphaFold):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3차구조 예측

서론
생명 현상을 지배하는 중요 물질들이 DNA, RNA, 그리고 단백질(Protein)임이 밝
혀지고, 현대의 생명과학은 분자수준에서 복잡한 현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
히 여러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단백질의 생체 내에서의 기능
(Function)을 이해하기 위해 그 3차원적 구조(Structure)를 규명하는 것이 현대 분자
생물학과 생물물리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연구이다[1, 2]. 역사적으로 X-ray 결정학,
연구교수

핵자기 공명법(NMR) 등의 실험적 결정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고, 이론과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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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계산방법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고자 하는 오랜 시도가 있어 왔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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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으로 단백질의 서열이 유사한 경우(≥30%), 그 3차구조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미 밝혀진 구조가 있으면 그것을 템플릿(Template)으로 사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
과, 템플릿이 없는 경우 여러 에너지 함수들을 사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사용되
어져 왔다[5, 6]. 템플릿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측된 모델의 정확도는 대략 40% 미
만으로 오랜 기간 정확도의 향상이 정체되고 어려웠다.
한편 기계학습, 곧 인공지능 연구의 최근의 발전은 그동안 불가능해 보이던 여러 영
역들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 넘는 결과들을 보여 주고 있다[7, 8]. 자연에 대한 이해
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계산과 시뮬레이션으로 주어진 문제를 풀던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 방법들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전통적 방법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알파고(AlphaGo) 개발을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구글의 DeepMind팀에서 최근 알파폴드(AlphaFold)를 지난 단
백질 구조예측 대회 CASP13 (2018년 12월)에서 소개하며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와 함
께, 과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왔다[9-11]. 이는 템플릿이 없는 서열에 대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본 기
고에서는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는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에서 사용된 인공지능 방법
들, 특별히 알파폴드의 방법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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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알파폴드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3차구조 예측 다이어그램

재 알파폴드는 자세한 논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CASP13 학회를 통해 여러 정보들이 공유되었고, 기존의 연구
방법론들의 연장선상에서 설명 되어질 수 있다[12-16].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와 학습 데이터
일반적인 인공지능 연구 방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학습(Training)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의 확보와 인공지능 모델
파라미터의 최적화이다.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Protein Data Bank: PDB)는 1971년 결성된 이래 실험 구조들이
축적되기 시작하여, 현재(2019년 3월) 150,145개의 단백질 구조가 밝혀지게 되었다(https://www.rcsb.org) [17]. 이는
그동안 단백질 구조 예측에 대한 여러 이론과 계산적 연구를 가능하게 했으며, 현재의 인공지능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PDB에는 유사한 단백질의 구조가 중복되어 있어 적절한 필터링이 필요하다.
알파폴드에서는 이러한 PDB에 있는 단백질구조를 폴딩의 기본 단위인 도메인으로 나눈 CATH 도메인 데이터베이스
[18]를 사용하였고, 중복을 제거하기 위하여 35퍼센트의 단백질 서열 유사도를 적용하여 필터링 하였다. 이를 통해
29,400개의 단백질 도메인 대표들에 대하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얻었다.

거리 히스토그램 (Distance histogram: Distogram)과 백본 비틀림 각 (Torsion angle)의
예측
알파폴드는 전체적으로 그림 1과 같이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Deep Residual
Network(DRN) 모델[8]을 사용하여,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레지듀(Residue) i 와 j 사이의 CB 원자(CA for Glycine)
간의 거리 정보(Distance histogram: Distogram)를 예측하고 각 레지듀들의 백본 비틀림각(Backbone Torsion
Angle)과 2차구조 정보(Secondary Structure)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는 그림 2(a)에서 다중서열정렬(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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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중서열정렬로부터 레지듀 i, j 사이의 거리 히스토그램 (Distogram)을 예측하고, 그것을 통해 단백질의 3차구조를 예측한다.

Sequence Alignment: MSA) 속에 서로 공변(Coevolved)하는 레지듀 i 와 j 는 그림 2(c)와 같이 3차구조적으로도 연관
되어 있다는 아이디어에 근거를 두고 있다[12]. 알파폴드의 DRN 모델을 위한 입력 데이터(Input Features)는 CATH
단백질 도메인 대표들에 대한 서열정보로부터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1) 단백질 서열 프로파일(Protein Sequence Profile): 입력서열에 대하여 HHBlits, PSIBLAST를 이용하여 두 가지
서열 프로파일을 생성한다[19,20]. 프로파일 생성을 위한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는 Uniclust30을 사용했다
[21]. 또한 프로파일 1D 데이터를 행과 열에 대해서 타일링을 하여 2D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2) 2D
 Direct Coupling Analysis(DCA) 정보: 1)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MSA에 대한 파츠 모델(Pott’s Model)을 구성
하여 레지듀 i, j 사이의 결합(Coupling) 파라미터 εij를 2차원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다(그림 2 참조) [22]. MSA X
가 (xn1,...,xnL) (20개의 아미노산 + 1개의 갭 (gap))으로 표현될 때, 이 모델에 대한 Pseudo-likelihood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23, 13].
, (j ≠ i ).

L 은 타겟 단백질 서열의 길이이고, N 은 MSA 서열의 개수이다. εi는 단일 레지듀 방출 포텐셜(single-residue
emission potential)이며, εij는 결합 파라미터(pair-wise emission potential)이고, Z 는 아래와 같이 주어지는 정규화
상수(normalization constant)이다.
, (j ≠ i ).
주어진 MSA에 대해서 Pll(ε|X) 를 최소화하는 εi, εij를 구한다. 여기에서 구한 εij와 프로비니우스 놈(Frobenius
norm) Sij를 2차원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다. Sij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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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입력데이터에 대해 그림 3과 같은 Deep Residual Network(DRN)모델을 구성한다. 이 모델의 출력 Distogram
은 2-22Å 사이의 거리를 0.5Å 간격으로 40개의 간격(bins)으로 나누었으며, 목적함수로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
를 사용하였다. 알파폴드에서 사용한 DRN은 그림 3과 같은 Residual 블록을 220번 반복하여 쌓아서 구성되었으며, 4
개의 블록에 대해서 Dilated Filter의 사이즈를 3×3, 5×5, 9×9 그리고 17x17을 사용/반복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완
전 연결 네트워크(Fully Connected Network)를 연결하여 Distogram을 예측하고, 다중작업 학습(Multitask
Learning)으로 동시에 백본의 비틀림각의 분포와 8개 상태 2차구조를 예측하였다(그림 3). 이를 위해 알파폴드가 사용
한 모델의 총 파라미터의 개수는 대략 2천 1백만이 넘어간다. 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2차원 데이터를 64×64로 랜덤
크롭(Crop)하여 데이터증대(Data augmentation)하여 사용하였으며, 4개의 다른 모델들을 학습하여 앙상블 평균을 사
용하였다. 크롭을 할 때 최소한 32개의 레지듀가 포함되도록 오프셋(offset)을 조정하였고, 데이터 증대효과로 과적합
(Overfitting)을 피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백질 서열에 무관한 레퍼런스 모델을 동일한 방법으로 학습시
켰으며, 이를 통해 단백질 3차구조 결정을 위한 포텐셜 함수를 구축한다.

그림 3. Deep Residual Network (DRN) 다이어그램. 마지막 출력 네트워크를 통해 Distogram, 비틀림각 (Torsions), 그리고 단백질 2차구
조 (Secondary structure)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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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프래그먼트 생성과 신경망 스코어
알파폴드는 3차구조 구축을 위해 Rosetta 프로그램[24]을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 단백질 프레그먼트(Fragment)를
생성하는 DRAW[25] 기반의 네트워크를 학습시켰으며, 이를 통해 32-레지듀 길이의 프레그먼트를 생성하였다.
Rosetta 프레그먼트 조합에 사용하기 위하여 9-레지듀 길이로 잘려진 프레그먼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Rosetta를 사용하면 많은 단백질 3차구조들이 생성되는데, 이로부터 단백질 구조의 정확도를 예측하는 또 다른 Deep
ResNet을 학습하였다. 이 네트워크를 위하여서는 위에서 예측한 Distogram, 구조들의 Distogram, 그리고 MSA정보
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여 GDT-TS 스코어(단백질 백본 구조의 정확도)를 출력값으로 사용하였다.

단백질 3차구조 예측
먼저 아래와 같이 예측한 모든 레지듀 짝에 대한 distogram P (dij | sequence)과 레퍼런스 모델 P (dij | length)
distogram의 차이를 사용하여 포텐셜 에너지 함수 VD를 구축한다.

그리고 Rosetta의 단백질 구조 스코어 함수와 합하여 프레그먼트 삽입으로 풀림 시늉(Simulated Annealing) 방법
으로 다양한 단백질 구조를 얻고, 최종적으로 함수의 미분을 사용한 L-BFGS방법을 반복 사용하여 수렴된 단백질 구

그림 4. CASP13 타겟 T0980s1-D1 에 대한 알파폴드 예측 결과 (Photo from CASP13). (a) 예측된 Distogram (b) CASP13 결과 비교 (c)
프레그먼트 삽입 시늉모델 (d) 실험 모델 (e) 미분이용 반복 최적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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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예측한다.
그림 4는 알파폴드의 방법을 사용하여 CASP13 타겟
T0980s1-D1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a)는 DRN을
사용하여 예측된 distogram이며 정답구조인 (d)에 대하
여 알파폴드의 결과인 (c), (d)의 구조와 (b)의 그림은 전
체 제출된 모델들과의 정확도 비교결과(마젠타 색이 알
파폴드의 결과)이다.

결론

그림 5. 알파폴드 결과 (blue line, 1st place)와 2번째 방법 (orange
line, 2nd place)과의 차이 비교 [CASP13].

CASP13 대회에서 알파폴드의 등장은 더 이상 템플릿이 필요 없는 단백질 3차구조 모델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는 평균적인 백본 정확도(GDT-TS)에서, 알파폴드(blue line, 1st place)의 결과가 기대 이상이었음
을 보여주고 있는데, CASP13이전의 대회에서는 1번째와 2번째 그룹과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점선 라인이 예측되었던
결과였는데, 알파폴드는 이것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는 알파폴드가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성능향상을 이루었으며, 단백질 폴딩 문제의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단백
질의 다중서열정렬(MSA) 속에 있는 정보를 인공지능을 통해 잘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템플릿 사용 방법들이 보여주는 ~85% 이상의 정확도 정도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Distogram 예측의 핵심이 되는 좋은 품질의 DCA 분석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가 더 확
장되어야 하며, 단백질의 실험구조 정보가 더욱 축적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단백질 서열정보 추출 기술과 구조결정
실험들의 지속적 발전을 생각할 때, 이번 알파폴드의 등장과 함께, 단백질 폴딩 문제의 해결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
각되어진다. 이와 함께 이러한 인공지능 방법들이 단백질-리간드 상호작용,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의 연구에도 이
미 시도[26-28]되고 있는데, 이는 신약개발 과정에 있어 필수적이며, 의미 있는 기술적 성과를 만들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앞으로 여러 단백질 공학과 신약개발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방법의 활발한 활용과 그 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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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 효소의 multi-step cascade
반응 및 전망

1. 서론
Cytochrome P450 (CYP) 효소는 최근 다양한 고부가 가치 바이오 케미컬 생산 연
구에 있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효소 중의 하나이다. CYP 효소는 활성 부위에
heme을 가지며 비활성 C-H 결합에 산소 원자를 도입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이
다[1]. 1962년 일본의 Sato & Omura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간에서 유래하는
pigment중 CO와 결합하여 450 nm에서 최대 흡수 파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Pigment
450 (P-450)으로 명명되었다[2, 3]. 이후 다양한 CYP 효소들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최 권 영

사람의 간에는 57개의 CYP isomer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화학물질의 해독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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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CYP 효소는 반응 과정에서 위치특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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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selectivity) 및 입체특이성(stereoselectivity)을 갖는다. CYP 산화 반응은 안정
적인 C-C 결합의 탄소를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순도를 요구하는 합성 생
화학 반응 및 생변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YP 효소는 수산화 반응뿐
만 아니라, C=C의 epoxidation, N- 혹은 S-oxidation/dealkylation, C-C cleavage
반응 등 다양한 반응을 매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1]. 이처럼 CYP효소는 다양한
반응을 매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질들이 CYP 효소에 대해 활성이 보고되고 있
다. (불)포화 지방산 뿐 아니라, terpenoids, (iso)flavonoids, vitamins, steroids,
antibiotic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drug, xenobiotics 등 바이오매스에
서 복잡한 화학 구조를 갖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활성이 보고되고 있다[5].
CYP 수산화 효소는 기질로서 산소분자와 전자 전달을 위한 환원 조효소인 NAD(P)
H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전자 전달을 위한 ferredoxin, ferredoxin reductase와 같은
redox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6]. 전자 전달 시스템(redox protein)에 따라 CYP 효소
는 class별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미생물 유래 CYP 효소들은 위의 3
component의 전자 전달 시스템을 갖는 class I에 해당된다[6]. 몇몇 미생물 유래의
CYP 효소는 reductase domain이 heme domain과 하나의 단백질에 fusion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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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되는 자립형(self-sufficient) 형태를 갖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Bacillus megaterium 유래의 CYP102A1 (BM3)
효소는 대표적인 자립형 CYP 효소이며, 대장균에서 발현이 용이하고 긴사슬 지방산에 높은 turnover rate로 가장 많
이 연구된 CYP 효소중의 하나이다[7]. 전자 전달 단백질이 단일 단백질에서 발현되는 장점으로 인하여 지방산 이외의
기질에 대해 활성을 갖도록 다양한 효소 공학 연구들이 보고되어 CYP 구조-활성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CYP 효소
의 위치특이적 산화 반응의 장점으로 인하여 큰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전자 전달 단백질, 낮은 효소 활성, 조효소 공급
등의 산업적 수준의 생산 및 응용을 위한 한계 극복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본 BT News에서는 CYP효소를 이용
한 다양한 바이오 케미컬 생산에 대한 최신 연구 및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지방산 산화 대사
CYP 수산화 효소를 이용한 multistep cascade 반응은 R-OH 반응 산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활성화된 탄소 원자 부
위에 연속 효소 반응을 통해 다양한 화학물질들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최근 바이오매스 중 하나로 많이
이용되는 식물유 유래 바이오매스로부터 고부가 가치 생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연구에도 적용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긴
사슬 지방산의 바이오매스를 기질로 하여 CYP효소 반응을 통해 오메가 산화반응과 오메가 수산화 지방산의 ADH
(alcohol dehydrogenase), ALDH (aldehyde dehydrogenase) 효소에 의한 연속적인 산화 반응을 통해 양 말단에 acid
작용기를 갖는 diacid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diacid는 윤활유, 계면활성제, 가소제, 고분자 단량체와 같은 산업
용 바이오케미컬로 응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diacid를 고분자 단량체로 사용하여 diamine과 반응하여 polyamide의
nylon 고분자 생산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CYP 효소 중 CYP102A 계열의 자립형 CYP 효소들이 이러한 지방산 오메가

그림 1. CYP 기반 지방산 오메가 산화와 연속적 효소 반응을 통한 지방산 유도체 화합물 생산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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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YP-ADH-TA 연속 효소 반응을 통한 chiral amine 합성 연구 결과 [13]

산화 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오메가 2, 3위치에 위치특이성이 높고 오메가 말단의 산화 활성이 낮기 때
문에, 최근에는 알칸 산화대사에 관여하는 CYP52 혹은 CYP153A 계열의 CYP효소와 AlkB (alkane monooxygenase)
효소를 이용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7-9]. 최근 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효모를 이용하여 C12의
methyl laurate로부터 약 92.5 g/L의 diacid를 생산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10].
CYP-ADH-ALDH 연속 반응과 더불어 CYP-ADH-ωTA (transaminase)의 연속적 효소반응은 지방산으로부터 상
당히 흥미로운 생변환을 매개한다. 최종 반응 산물은 오메가 아미노 지방산으로 nylon PA12의 monomer로 응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석유기반의 화학적 PA12 생산 공정은 C4로부터 연속적인 촉매 반응이 필요하며 가스상 반응으로,
CYP 기반의 연속 효소 반응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공정으로 가능성이 높다[11].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CYP
연속 효소 반응을 통한 지방산에서 diacid로의 over-oxidation 활성이 높기 때문에 ωTA 효소의 알데히드 기질 전환까
지의 활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 한계 중 하나이다[12]. 뿐만 아니라, 지방족 알데히드를 아민 수용체의 기질로
활성이 있는 ωTA 효소를 확보하는 것과 아민 공여체를 공급하여 일정 수준의 농도를 확보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CYP 기반 지방산 산화 대사와 동일한 연속 산화 반응으로 의약 전구 물질 생산에서 중요한 stereoselective chiral
amine을 도입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13]. 이는 CYP 산화 산물이 1차 알콜이 아닌 2차 알콜이기 때문에, ADH 산
화 반응 산물이 알데히드가 아닌 케톤의 반응 산물을 얻을 수 있다. CYP-ADH-TA 효소의 연속 cascade 반응을 이용
하여 benzylic amine (e.e.>97.5%)을 위의 그림과 같이 stereoselective C-H amination을 촉매할 수 있는 wholecell biocatalyst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CYP-ADH cascase 연속 반응의 장점은 전세포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NAD(P)H 조효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이다. CYP-FDH (formaldehyde dehydrogenase) 효소 커플링을 통해 NADH 조효소를 재생산하고, ADHReductive aminase 커플링을 통해 NADPH 조효소
를 재생산하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cycloalkane으로
부터 chiral amine을 2 g/L/d (19.6 mM) 수준으로
생산에 성공한 연구가 보고되었다[14].

2.2 아미노산 유도체 화합물 산화 대사
세포내 CYP효소 도입 세포내 아미노산 전구체 산
화를 유도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바이오케미칼을 생
산한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아미노산 대
사산물을 기질로 하는 CYP 효소 반응의 한 예로 바이

그림 3. CYP-ADH-aminase 연속 효소 반응 및 조효소 balanc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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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tryptophan으로부터 TnaA-CYP-Oxidase 연속 반응을 통한 indigo 색소 생합성 [15]

오 인디고 생산을 들 수 있다. 최근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및 공정 기술 개발에 관심이 증가되면서, 바이오 indigo 생산과
같이 바이오매스로부터 생변환의 공정 기술 개발 역시 각광받고 있다. 이 반응에서 L-tryptophan은 대장균에서
tryptophanase (TnaA)효소의 가역적 반응을 통해 indole로 전환된다. 대장균에 자립형 CYP102G4 효소를 도입하게
되면 세포내 indole을 기질로 indole C3 위치 특이적으로 수산화 잔기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연속적인 oxidation
반응을 거쳐 3-hydroxyindole은 self-dimerization을 통해 청바지 염료인 indigo 색소로 전환된다[15].
바이오 indigo 생산은 비단 CYP102G4 효소 뿐 아니라 FMO (flavin monooxygenase), NDO (naphthalene
dioxygenase) 등 oxygenase 효소도 동일한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효소기반의 바이오 indigo 생산은 전
구 물질인 L-tryptophan 혹은 indole 기질을 추가적으로 공급 혹은 세포내 생합성 증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L-tryptophan의 공급과 L-tryptophan에서 indole로 전환되는 가역 반응의 tryptophanase 효소 반응의 활성을 높이
는 것 역시 해결해야 하는 연구 관건이다.

그림 5. TxtABCDE 효소 반응을 통한 Thaxtomin A 생합성 경로 [17]

최근 식물 병원성 균주인 Streptomyces turgidiscabies 에서 phytotoxin인 thaxotomin A의 생합성 경로를 규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thaxotomin의 코어 구조는 L-phenylalanin과 L-4-nitroryptophan의 중합반응을 통해 형성되
는 것으로 밝혀졌다[16]. 이 경우 L-4-nitrotryptophan의 합성은 TxtE CYP 효소가 L-arg로부터 전달된 NO를
L-tryptophan에 nitration반응에 관여하여 생합성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TxtABC 효소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thaxtomin A로 전환된다. 이러한 TxtE와 유사한 CYP 효소는 S. turgidiscabies 외에 S. scabies, S. acidiscabis 균주
등에서 보고되기도 한다. Thaxotomin A 생합성 과정에서는 말단의 수산화 반응을 위한 TxtC의 CYP 효소가 추가적
으로 관여한다. 전체적인 TxtABCDE operon을 통한 생합성 반은 TxtD를 통한 L-arginine으로부터 NO의 공급,
ATP, SAM (S-adenosylmethionine) 의존적인 dimerization 반응, NADPH 조효소 공급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최적
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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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천연물 산화
지방산과 아미노산 유도체 화합물 생변환과 더불어 CYP 효소는 다양한 천연물의 산화에 관여한다. 특히 몇몇 천연
물의 CYP 산화 반응은 수산화 작용기와 같은 친수성 잔기의 도입은 용해도 증가와 더불어 항산화, 항염, 항암 등의 생
리적을 증대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일례로 콩과류에 함유되어 있는 daidzein, genistein, equol 등
isoflavonoids 화합물은 C4’, C7 위치에 수산화 잔기가 존재하며, CYP 효소 반응을 통해 C3’, C6, C8의 ortho-위치특
이적으로 수산화 잔기를 도입함으로써 catechol 구조를 갖는 hydroxyisoflavonoids를 생합성 할 수 있다[18]. 이러한
위치특이적 수산화 반응은 천연물의 항산화 효능을 상당히 증대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생리 활성 바이오 소재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 daidzein의 CYP 효소 기반 위치특이적 수산화반응 및 O-MT/O-GT 구조 변형

일반적으로 isoflavonoids 수산화 반응에 관여하는 CYP 효소는 식물유래 CYP는 기존에 보고되었으나 대장균에서
발현 및 낮은 활성의 문제로 인하여 미생물 유래 CYP 수산화 효소를 개량하여 isoflavonoids에 위치특이적 수산화 반
응 활성을 증대시키는 효소 개량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Streptomyces, Nocardia, Bacillus, Pseudomonas 유래의
다양한 CYP 수산화 효소 개량을 통해서 isoflavone의 위치특이적 수산화 반응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18].
Isoflvaone 이외에도 chrysin, apigenin의 flavonoids, curcumin, phloretin의 chalcone계 화합물에 대해 활성이 있
는 CYP 효소 개량 등의 연구가 보고된다[18]. 이러한 천연물의 위치특이적 수산화 반응은 연속적인
O-methyltransferase 혹은 O-glycosyltransferase 효소반응을 통해 다양한 구조적, 화학적 물성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는 천연물 유도체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천연
물 기반 CYP 효소 연구는 식물 및 곤충 유래 CYP 효소를 활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 다양한 식물 및 곤충
의 genome sequnencing이 완료되고 CYP 유전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CYP 유전자의 recombinant 시스템
을 이용한 발현 시스템 및 전자 전달 시스템의 이해, 활성 증대 등 연구를 통해 천연물의 생리 활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3. 결론
CYP 효소는 위치특이성 산화 반응과 다양한 반응 매개로 인해 산업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효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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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YP 생촉매-Pd 촉매의 생물-화학 융합 공정 기술 연구 결과 [20]

그러나 이 효소를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수준으로 바이오케미컬을 생산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앞서 언급한
효모를 이용한 C12 diacid 생산,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arteminisin과 그 전구체인 amorphadiene의 25 g/L와 40
g/L 수준의 생산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으나[19], CYP 수산화 효소의 실용화 수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 있어서 엔지니어링 전략을 통해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 CYP-Fdx-FdR의 전자 전달 시스템의 극복은
CPR (cytochrome P450 reductase) 단백질과 fusion 시스템 구축, natural photosystem 이나 electron mediator를
이용한 전자 전달 시스템의 활용의 엔지니어링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낮은 효소 활성 증대 및 기질 특이성 변화를 위한
CYP 효소의 directed evolution은 201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Caltech의 Frances arnold 교수의 주요 업적 중의 하
나이다[20]. 세포내 조효소 생산 증대 및 조효소 재생산 시스템 도입 연구 역시 이러한 CYP 효소의 낮은 활성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 중의 하나이다.
또한, 최근에는 CYP 효소를 산업적 수준으로 의미있는 바이오케미컬 생산의 chemo-enzymatic 공정을 응용한 연
구 결과들도 보고되었다[21]. 이 연구에서는 6-iodotetralone을 기질로 하여 화학 합성으로 높은 순도의 광학이성질체
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CYP102A1 효소 반응을 통해 고순도의 (R)-알콜을 생합성하고 후반부에는 금속 촉매를 이용하
여 높은 광학 순도를 갖는 synthon을 합성한 생물-화학 융합 공정에 응용한 연구 성과 중의 하나이다.
CYP 효소가 발견된 1958년 이후 60여 년 동안 CYP 연구는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효소 반응 메커니즘의 이해
에서 CYP 효소를 이용한 생산 수준의 연구까지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Directed evolution의 효소 개량
연구와 공정 연구와 융합되어 석유 기반의 화학물질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공학 기술로 발전해 왔다. 향후 미생물
이외 다양한 식물, 곤충 등 CYP 유전 정보와 반응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합성 생물학 기술의 발전과 융합하여 난제로
여겨지는 CYP 효소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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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세균(Sleeping bacteria)과
항생제(antibiotics)

‘잠자는 숲속의 미녀’ 라는 동화가 있다. 요정의 저주를 받은 공주가 ‘물레’에 찔려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되고 이후 왕자의 ‘키스’를 받아 잠에서 깨어나 왕자와 결혼하여
잘 살았다는 내용이다. 재미있는 점은 실제 요정의 저주는 물레에 찔려 ‘죽는’ 것이었
으나, 다른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하여 ‘잠’에 빠지게 된다. 재
미있게도 자연계에도 비슷한 현상이 존재한다. 외부에서 치명적인(lethal) 스트레스
(stress)가 왔을 때 세균(bacteria)들은 죽음(death)을 선택하는 대신 휴면상태
(dormant)로 들어가 버티다가 외부 스트레스가 사라졌을 때 다시 깨어나 분열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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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균들에게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인 항생제(antibiotics)
가 처리되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Alexandar fleming)의 페니실린(penicillin) 발견[1]은 인
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 중 하나였으며 항생제 시대(antibiotic era)의 시작을 의미하
였다. 이후 인류는 세균성 감염병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페니실린은 제 2차
세계대전 중 화려하게 등장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며 수 만명의 병사들의 생명을
구한 뒤,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라 불리며 감염병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줄 최강
의 무기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았다.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균(resistant) 및 슈퍼박
테리아(super-bacteria)라 불리는 다제내성균(multi-drug resistant)의 급속한 출현
에 의해 큰 위기가 찾아 왔지만 여전히 세균성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생제뿐이다.
대부분의 항생제는 자연산물(natural product)이다. 즉, 자연계에서 미생물들이 서
로 경쟁하는 가운데 사용되는 무기가 항생제이고 인류는 이를 발견하여 의학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다. 이곳에서 항생제의 맹점이 생겨난다. 수십억년 동안의 진화를 거쳐
서 현재에 이른 미생물들이 방어체계도 만들어냈다.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도 알고 있
는 현상인 ‘항생제 내성(antibiotic resistance)’이다. 실제로 페니실린이 실제 의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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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쓰이기 시작한 1943년 보다 이전인 1940년에 이미 페니실린에 대해 내성을 가지는 세균이 발견되었다[2]. 그렇
다면 긴 시간동안 진화를 거친 세균들의 방어책이 항생제 내성 하나 뿐일까?

발견(Finding)
70여년전, 두 과학자가 초기 페니실린의 작용기작 연구 중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1942년 의사인 Gladys L.
Hobby는 Streptococci에서 페니실린의 기전을 연구하던 중 페니실린을 과량으로 오랫동안 처리하더라도 1% 정도의
세균이 계속적으로 살아남는 것을 확인하였다[3]. 2년 뒤인 1944년, Joseph W. Bigger는 동일한 연구를 더욱 발전시
켜 살아남는 1% 세균이 항생제 내성과는 다른 현상이며 휴면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항생제에 대해 살아남는다고 보고하
였다. 그는 이 현상을 내성(resistance)과 구별하기 위하여 저항성(persist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4].
이러한 저항성에는 몇 가지 큰 특징이 있다(그림 1). (i) 항상 적은 수만 살아남는다(0.1~0.001%). (ii) 이렇게 살아남
은 세균들은 내성균이 아니다. 살아남은 세균들을 모아서 다시 배양한 뒤 항생제를 처리하면 대부분의 세균들은 사멸
하고 다시 적은 수만 살아남는다. (iii) 즉, 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다(non-inheritable). 저항성 개체군(persister
population)은 항생제가 사라지면 쉽게 항생제 감수성(susceptible)으로 변하고 그 자녀 세포(progeny)들 역시 항생제
감수성을 보인다. 저항성 개체군의 유전적 배경(genetic background)은 세균에 의해 사멸되는 대부분의 개체군과 동

그림 1. 항생제 저항성 현상의 특징. (A) 내성과는 다르게 저항성은 항생제를 이겨내고 자라지 않는다. (B) 항생제에 감수성 개체군과 저
항성인 개체군이 공존하기 때문에 두 단계 사망곡선 (biphasic killing curve)을 그린다. (C) 항생제 저항성 개체군을 다시 배양하
더라도 자녀 세포들은 항생제에 감수성을 보이며 동일하게 저항성 개체군은 적은 양 관찰된다. (D) 이러한 이유로 세균의 개체
군 수는 항생제 유무에 따라 진공 곡선(oscillation curve)을 그린다. 본 그림은 참고문헌 [5, 27-29] 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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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identical)하다. 그렇기에 내성 유전자를 획득하거나 돌연변이에 의해 생기는 항생제 내성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이
러한 특징 때문에 표현형적 변종(phenotypic variant)이라고도 불린다. (iv) 항생제 존재하에서 항생제의 능력을 이겨
내고 생장(growth)할 수 있는 내성균과는 다르게 저항성 개체군은 죽지도 생장하지도 않는다. 즉, 항생제 존재하에서
는 휴면(dormant)상태로 존재한다. (v) 일반 세균이 저항성을 띠게 되면, 서로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항생제들
에 대해 모두 살아남을 수 있게된다(multi-drug persistence)[5].
안타깝게도 1940년대에 처음으로 현상이 발견된 이후, 40여년간 세균의 이 멋진 현상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
다. 1983년에 Moyed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세균의 염색체(chromosome) 안에 존재하는 toxin-antitoxin (TA) 시스템
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6] 다시 10여 년간 연구가 되지 않다가 2000년에 들어 저항성 현상이 생물막
(biofilm)이나 만성 감염병(chronic disease)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7].

기작(Mechanisms)
초기 저항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그 기작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론에는 대부분 TA 시스
템이 존재하고 있었다. Moyed의 HipA/HipB [6] 시스템을 시작으로 MqsR/MqsA [8], TisB/IstR-1 [9], YafQ/DinJ
[10] 등 여러 가지 TA 시스템이 저항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본적으로 TA 시스템은 쌍으로 존
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toxin과 antitoxin이 같이 발현되고 toxin이 antitoxin에 의하여 억제되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toxin의 양이 더 많아지면 toxin에 의해 세균이 사멸하거나 세균의 성장이
억제된다[11]. 일례로 가장 먼저 발견된 TA 시스템인 ccdA/ccdB의 경우 toxin인 ccdB의 경우 염색체 상에, antitoxin
인 ccdA의 경우 플라스미드 상에 존재하여 분열 중 플라스미드를 잃어버리는 세포는 toxin에 의해 사멸되어 플라스미
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12]. 즉, 저항성은 세균의 toxin과 antitoxin의 불균형에 의해 toxin의 양이 많아

그림 2. 항생제 저항성 형성 기작. (A)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에 의한 TA 시스템 활성화 후 휴면 상태로 들어가면서 항생제에 대해
저항성이 생김. 이러한 휴면 상태의 세균은 항생제가 사라진 뒤 다시 깨어나게 되며 생장을 시작함. (B) 이외에도 최근에는 휴
면 상태 이외의 방법이 항생제 저항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도 존재함. 본 그림은 참고문헌 [28] 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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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다시 toxin에 의해 DNA의 복제(replication), 전사(transcription), 번역(translation) 등이 억제되고 결과적으로
세균이 휴면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항생제에 대해 살아남을 수 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TA 시스템은 toxin과
antitoxin이 모두 한 염색체 상에 같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후 연구자들은 항생제가 처리되었을 때 어떠한 기작으로 TA 시스템의 불균형이 일어나는지 연구하였다. 결론적으
로 여러 복합적인 반응들이 합쳐져서 TA 시스템의 불균형을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로 항
생제는 세균의 입장에서는 외부 스트레스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세균의 DNA에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복구 시스템인
RecA가 이에 반응하게 되고 RecA는 다시 TisB(toxin)를 과다 발현 시켜서 휴면상태로 이끈다. 다른 예로는 역시 세균
의 스트레스 반응에 주로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ppGpp 와 같은 alarmone이 세균 내부에 쌓이게 되고, 이 ppGpp는
master protease인 Lon을 활성화 시키고 활성화된 Lon이 TA 시스템의 antitoxin을 분해함으로써 불균형이 일어난다
는 것이다(그림 2).
2010년대에 들어 이러한 이론은 도전을 받게 된다. 여러 연구 그룹에 의해 저항성을 보이는 개체군이 TA 시스템에
의한 완벽한 휴면상태가 아니라 세균의 호흡(respiration), 펌프(efflux pump), 약물 타깃 불활성화(drug target
inactivation) 등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2). 물론 이러한 변화는 유전적 변형에
의해서 고착화된 것이 아닌 유전자의 확률적(stoichastic) 발현 노이즈(expression noise)에 의함이다. 즉, 저항성은 내
성과 달리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기본 명제는 계속적으로 지켜진다.

문제(Problems)
세균 감염병 중 만성(chronic)이거나 항생제 치료에 의해서도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저항성 단계
(persisting stage)로 들어간 세균이 항생제가 사라진 뒤 깨어나(resuscitation) 재분열을 하는 현상이 세균 감염병의

그림 3. In
 vivo 에서의 항생제 저항성. (A) 항생제 저항성 개체군이 깨어나 일반 항생제 감수성으로 변하는 요인. (B) 실제 in vivo 상에
서 항생제 저항성은 in vitro 상에서보다 더 높다. 본 그림은 참고문헌 [30]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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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항생제 저항성과 내성 출현의 관계.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항생제 저항성으로 인해 항생제에 노출된 세균이 살아남게 되고 이러
한 세균들이 궁극적으로 항생제 내성으로 발전함을 제시하고 있다.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여러 논문에서 다뤄져 왔다(그림 3) [13, 14]. 몇몇 동물 모델을 통해 Salmonella, E. coli,

M. tuberculosis 등이 in vivo 에서도 저항성을 보여 살아남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15-20], 기주 세포 안에 들어간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 높은 저항성을 갖게 된다는 것[21]이나 대식작용(phagocytosis)에 의해 대식세포(macrophage)
안에 들어간 경우에도 저항성 개체군의 형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3) [18]. 또한 항생제에 주기적으로
노출된 환자에서 분리된 임상균주의 경우 일반 균주에 비해 저항성 개체군 형성 빈도가 훨씬 높아져 있음이 확인되었
다[22].
저항성 현상은 또한 항생제 내성의 출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 내성 출현은 세균 유전자의 자
연변이(spontaneous mutation)에 의해 무작위로 변이가 생기게 되고 이때 항생제가 처리됨으로써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변이체(mutants)들만 살아남음으로써 내성 출현이 가속화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정설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항생제 저항성으로 인해 살아남은 세균들이 오랫동안 항생제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 세균 유전자
의 변이가 가속화 되고 이로 인해 항생제 내성의 출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그림 4) [23-26].

결론(Conclusion)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인간과 세균의 싸움은 항생제의 개발 이후 인간의 승리를 확신했지만 세균은 생각보다 많은 방
어기작을 가지고 있다. 항생제 내성뿐 아니라 저항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세균은 전 세계 인류의 큰 위협
이 되고 있으며 항생제 내성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7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1000만명에 이를 것이라 관측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한 항생제 저항성 현상의 경우 만성 감염병과 함께
항생제 내성 출현의 가속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항생제
저항성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항생제 저항성의 형성 기작 및 제어 기
술 개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 출현을 최소화 하여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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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물질 기반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이용한 도파민 전기화학
센서 연구 개발 동향
1. 서론
2015년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에 따르면, 지난 약 20년간 신경질환으로
장애를 겪고 있거나 사망한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이러한 신경계와 연관된 다양한 질병 및 질환들은, 대부분 뇌에서 분비되어 신경세포
및 타 세포들과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적 발현에서 기인하는
데, 대표적으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히스타민, 도파민 등이 존재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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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경전달물질 중 가장 대표적 물질인 도파민의 경우, 뇌 내에서 도파민작동
성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서 분비되어 인체의 움직임, 인지, 감정, 기억, 창의적 사고
등과 같은 대부분의 인체 핵심 기능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5-6]. 따
라서 이러한 도파민작동성 뉴런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조현병, 피로, 우울증 등과 같
은 심각한 신경질환을 일으키며, 해당 세포가 지속적으로 소실될 경우 대표적인 퇴행
성 뇌 질환인 파킨슨병으로 진행된다[7-8]. 따라서 이러한 체내 존재하는 도파민을
고감도로 선택 탐지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를 개발하는 것은 도파민의 발현과 연관된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파민을 포함한 각종 바이오마커 및 생체 내 물질 탐지에는 형광표지자를 이용한
광학 측정법, 전기장 발광법(electroluminescence method),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HPLC) 및 비색분석법(colorimetric method) 등의 다양한 분석법들이 활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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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고가의 기기 및 시약이 필요하며, 분석 및 탐지에 오
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기 인가 시 목표 물질의 산화, 환원 반응을 원리
로 하여 간단하면서도 단시간에 시료를 고감도로 분석할 수 있는 전기화학 바이오센
서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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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차원 물질 기반 도파민 전기화학 센서 플랫폼의 종류 및 성능 요약
2차원 물질이 도포된 전극 종류

도파민 측정 기법

측정 범위

측정 한계

Ref.

3D pGO-GNP-pGO-modified ITO

CV, amperometry

0.1–30 µM

1.28 µM

12

PEDOT-LSG

DPV

1–150 µM

0.33 µM

16

PGE/GNS/DA

EIS

0.0066–0.66 nM

0.0019 nM

17

AuPt NPs/S-NS-GR

DPV

0.01–400 µM

0.006 µM

18

Au@Pt/GO

CV, amperometry

0.5–177.5 µM

0.11 µM

19

GR/p-AHNSA-modified SPCs

SWV

0.05–100 µM

2 nM

25

Cu2O-RGO

CV

0.1–1000 nM,

6 nM

26

3D f-MoS2-rGO

DPV

0.2–150 µM

0.05 µM

34

Flake-like MoS2 modified GCE

Amperometry

0.006–181 µM

0.002 µM

35

1–80 µM

NanoMoS2/GE

PEC

10 pM–10 µM

2.3 pM

36

MoS2/MWCNT/PPy

CV, amperometry

25–1000 nM

10 nM

37

MWCNT/MoS2/Co3O4PHs

Amperometry

0.03–1950.2 µM,

0.013 µM

38

0.01 µM

39

PHs
WS2NSs-CNFs

2150.2–5540 µM
DPV

0.5-60 µM

학센서로는 혈액 내 당 수치를 수초내로 정량화하여 환자에게 보여주는 스트립 타입의 당 센서가 있다. 이는 전극 표면
에 혈액 내 존재하는 포도당에 선택적으로 반응, 이를 산화시키는 glucose oxidase를 이용하여 반응의 부산물인 과산
화수소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도파민 탐지에도 이와 유사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도파민의 경우 당
센서와는 다르게 효소 없이도 전극 상에서 쉽게 산화 및 환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12-14]. 그러나 실제 인체 내 존
재하는 도파민의 양은 타 물질 대비 매우 적고,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포도당(glucose), 요산(uric acid), 타 신
경전달물질 및 전구체 등 공존하는 분자로부터 신호 간섭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실용화 및 제품화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기화학 도파민 센서의 민감도, 선택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우수한 전기전도성과 높은 표면적을 가지는 금나노입자/금나노구조체 등을 전극 상에 형
성, 신호 향상에 활용하는 연구가 보고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금속 나노입자와 함께 그래핀, 산화그래핀 및 전이 금
속 디칼코제나이드 등의 2차원 물질을 활용하는 새로운 연구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15-16]. 상기 물질의 경우, 전극
의 전기전도성 및 전기화학적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도파민과의 물리화학적 흡착 특성이 우수하여 도
파민 전기화학 센서의 전극 표민 개질 물질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번 최신 연구 동향에서는, 그래핀 등 2차원 물질
이 활용된 전극을 이용하여,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을 고감도로 선택 탐지하는 도파민 전기화학센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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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그래핀 복합체 기반 도파민 전기화학 센서 연구 동향
그래핀은 높은 전자 이동도와 열전도율, 우수한 기계적 성능 등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2차원 나노물질로 떠오르고 있다[20-22].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및 배터리 소재 등 기존 그래핀의 활용범위에
서 벗어나, 바이오센서 개발용 소재를 포함한 생명공학 분야에도 차세대 물질로 각광받고 있다. 한 예로, 최근에 중국
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환원된 산화 그래핀(reduced graphene oxide, rGO)을 마이크로 패턴 형태로 전극에 생성하여,
전기화학 당 센서 제작에 활용, 민감도와 선택도를 향상시킨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23]. 도파민 분자의 경우, 타 물질
과 비교할 때 그래핀, 그래핀 유사체(산화 그래핀과 환원된 형태의 산화 그래핀 포함) 및 그래핀 복합체(그래핀-고분자

그림 1. 3차원적 다공성 그래핀 오사이드/금 나노입자 복합체에서 도파민의 전기화학적 측정. (A) 전해질로서 DPBS를 사용하여 10µM
의 도파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판 A-D에서 실시된 순환전류법(Cyclic Voltammetry, CV). 빨간색 표시는 voltammogram에서
환원 전류 (vs. Ag/AgCl)를 나타낸다. (B) 10 µM 도파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각 기판의 피크 전류 강도. (C) 다양한 농도의 도파
민 (0.1µM ~ 30µM)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판 D로부터 얻어진 순환전류법 (CV) 곡선. (D) 전류 값과 도파민 농도의 선형성 (n
= 3, unpaired Student’s t-test, * p < 0.05, 대조군: 1 µM 도파민의 기판D, ** p < 0.01, 대조군: 10µM 도파민의 기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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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래핀-금속 나노 입자 등)를 이용할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탐지될 수 있는데, 이는 도파민이 육각형의 탄소 구조
를 이루는 그래핀과 비공유결합(π-π 스태킹 상호작용)을 통하여 표면에 열역학적으로 흡착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4]. 뿐만 아니라, 2차원 물질로 분류되는 그래핀 특유의 넓은 표면적은, 동일 면적의 전기화학 센
서용 전극에서 도파민의 효과적인 흡수와 확산 과정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그래핀과 도파민의 상호작용, 넓
은 표면적 및 우수한 전기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래핀 복합체는 전기화학 도파민 센서를 개발하는 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연구진에 의하여 산화 그래핀 상에 수 나노미터에 이르는 미세한 나노홀을 생성하고(porous
graphene oxide, pGO), 이를 금 나노 입자(Gold nanoparticles, GNPs)가 패터닝 된 인듐 주석 산화물(ITO) 상에 흡
착시킨 형태의 3차원 다공성 산화 그래핀-금나노입자 투명 전극 복합체((pGO)/GNP/pGO)를 이용한 도파민 전기화학
센서가 보고된 바 있다(그림 1) [12]. 순환전류법(CV)으로 분석하였을 때, 10µM의 도파민이 존재 시 pGO-GNP-pGO
3차원적 복합체(기판 D)의 피크 전류(IP)값은 금 나노입자로 개질화된 ITO와 pGO만으로 개질된 ITO의 값보다 각각
6.88, 1.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pGO 특유의 다공성 구조체를 통한 산화 그래핀 in-plane에서의 다량의 수산화
기가 도파민의 흡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함께 2017년 보고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래핀과 나프탈렌술폰산(naphthalenesulfonic acid)을 개질한 poly
4-amino-3-hydroxy-1-naphthalenesulfonic acid(AHNSA)를 이용하여 실크 스크린 탄소 센서(GR/p-AHNSA
modified SPCs)라는 새로운 형태의 그래핀 기반 전극을 개발하여, Square wave voltammetry(SWV)로 분석했을 시
0.05-100µM의 선형 범위 내에서 2nM의 측정 한계를 가지는 매우 우수한 성능의 도파민 전기화학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25]. 이 외에 금속 산화물을 환원 산화 그래핀과 접목시키는 Cu2O-rGO 복합 전극도 보고된 바 있
는데, 해당 산화구리-그래핀 복합 필름을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유리 탄소 전극(GCE)상에 고정화시켜 순환전류
법으로 분석할 경우, 선형 범위 0.1nM-1μM와 함께 측정 한계가 6nM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6]. 2018년
에는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의 연구진에 의해서 레이저로 개질된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그
래핀 전극(PEDOT-LSG)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일반적인 이산화탄소 기반 레이저를 이용하여 그래핀-고분자 복합체
상에 다량의 전극을 직접 새길 수 있어, 저렴한 일회용 스트립 타입의 도파민 센서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그래핀, 산화그래핀, 환원 산화 그래핀 및 다양한 금속산화물/고분자 등을 이용한 그래핀 복합체들은
제작이 용이하고 저렴하면서도, 전기화학 측정 시 도파민을 고감도로 선택 탐지할 수 있는 우수한 특성이 있어, 체내
도파민 농도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신경성 질환/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2.2 전이 금속 디칼코제나이드 복합체 기반 도파민 전기화학 센서 연구 동향
그래핀 및 그래핀 유사체 기반의 전기화학 바이오센서 개발과 동시에, 최근에는 그래핀 이후 차세대 물질로 크게 각
광받고 있는 전이 금속 디칼코제나이드(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TMD) 또한 해당 물질의 반도체적 특성과
높은 구조적 안정성, 낮은 인체 독성 등 우수한 물성으로 인하여 생명공학 응용(바이오센서 개발, 조직공학, 줄기세포
연구)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27-29]. 이중 전기화학 바이오센서 개발의 경우, TMD의 각 층 사이의 공간에 이온 및
생체 분자와 같은 목표 물질의 결합이 용이하여, 결과적으로 전기화학 측정의 핵심인 산화, 환원 반응을 촉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래핀과 비교할 때 TMD는 전기 전도성이 낮아, 일반적으로 신호 증폭을 위하여 전도성 물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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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나노 입자, 그래핀, 탄소나노튜브)과 함께 복합체로 제작되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30-33].
TMD의 도파민 전기화학 센서 개발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논문이 2017년 이후에 보고되었으며, 다양한 TMD 물질
중 이황화 몰리브덴(MoS2)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Wang 그룹에서는 환원된 산화 그래핀 상에서
꽃/벌레 모양으로 성장시킨 MoS2 를 제작하여 3D f-MoS2-rGO 복합체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도파민 전기화학 센서
를 보고한 바 있다[34]. 제작된 TMD-rGO 복합 나노구조체가 도파민 전극 상으로의 흡착을 유도하고, 이 후 도파민의
산화-환원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 한계가 0.05 μM(선형도 0.2-150μM)에 이르는 등 rGO만 활
용한 전극과 비교할 때 도파민 탐지 성능이 월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금 전극 표면에 나노크기
의 MoS2 (nanoMoS2)를 단일층으로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파민을 광학으로 측정하는 광전기화학
(photoelectrochemical, PEC) 센서가 보고된 바 있다[36]. 광전기화학적 탐지 기법의 경우 전극 상에 도포되는 광활성
물질(photoactive material)의 물성이 매우 중요한데, 단일층 MoS2의 경우 이에 필요한 전하 전이 시간 및 거리를 단
축시켜, 도파민 측정 시 최적의 PEC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PEC 기반의 MoS2 도파민 전기화학 센
서의 경우, 인체 내 조건과 유사한 pH 7에서 대표적인 신호 간섭 물질인 아스코르빈산과 요산 등이 존재할 시에도 측
정 한계가 2.3pM에 이르는 등 매우 높은 민감도를 나타냈다.

그림 2. (A)도파민 검출을 위한 MoS2/MWCNT/PPy 나노 복합체의 한 단계 구조를 보여주는 개략도. (B) 50 mVs–1의 검사 속도에서
50µM의 도파민에 대한 (a) GCE-PPy, (b) GCE-MoS2, (c) GCE-MoS2/PPy, and (d) GCE-MoS2/MWCNT/PPy 의 CV 측정. 삽
입 그림: 0–50 µM의 도파민을 사용한 GCE-MoS2/MWCNT/PPy에 대한 CV 곡선. (C) 0.1M PBS (pH 7.0) 상태에서 (a) GCEPPy, (b) GCE-MoS2, (c) GCE-MoS2/PPy, and (d) GCE-MoS2/MWCNT/PPy 의 250 nM 도파민에 대한 amperometry 결과.
(D) 0.1M PBS (pH 7.0) 상태에서 GCE-MoS2/MWCNT/PPy 의 0.5µM 도파민과 1µM epinephrine, 1µM ascorbic acid, 1µM uric
acid, 1.0µM 도파민에 대한 amperometry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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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그래핀 및 금 전극과 복합체로 제작한 MoS2 기반 도파민 전기화학센서 외에 보고된 물질로는 탄소나노튜
브(CNT)가 있다[37]. 해당 연구에서는 쥐의 뇌 조직 내에 직접 삽입하여 도파민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생체
삽입 형 도파민 센서를 보고하였는데, 이때 활용한 물질이 다층나노튜브 및 MoS2를 활용한 MoS2/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CNT)/polypyrrole 나노복합체(MoS2/MWCNT/PPy)이다(그림 2). Polypyrrole의 경우 대표적
인 전도성 고분자 물질이며, 이를 다층나노튜브 및 MoS2와 복합체로 제작하였을 경우, 다층나노튜브/전도성 고분자만
활용하였을 때보다 측정 범위 및 한계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Epinephrine과 같은 도파민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신경전달물질이 존재할 시에도 신호 간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파민 전기화학 센서 개발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TMD 물질 중 대표적인 MoS2와 함께, 2019년에는 이황화텅스
텐(tungstem disulfide, WS2)과 탄소 나노섬유(carbon nanofiber)를 결합시킨 나노구체 탄소 나노 섬유(WS2 NSsCNFs) 전극이 처음으로 보고된 바 있다[39]. 탄소 나노섬유의 경우 독특한 네트워크 구조와 높은 전기 전도성 및 기계
적 강성으로 인하여 유연 센서 소재로 각광받는 물질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적으로 인한 민감도 저하 문제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탄소 나노 섬유에 넓은 표면적 및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WS2를 나노 구체 형태
(nanospheres, NSs)로 제작하고, 이를 탄소나노섬유에 적용하여 전기촉매 특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선형범위 0.5160 μM에 측정한계는 10nM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최신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래핀 및 그래핀 유사체와 함께 MoS2 및 WS2 등의
TMD 물질도 우수한 광학적, 전기적, 기계적 물성을 보유하고 있어, 도파민 전기화학 센서 개발 시 민감도 및 선택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후보 물질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도파민 전기화학 센서 개발에서 그래핀은 우수한 전도성, 광학적 특성 및 도파민과의 높은 흡착성(π-π 스태킹 및 수
소결합 등)으로 인하여 금 나노 입자/구조체 다음으로 가장 활발히 응용되고 있는 물질 중 하나이다. 금 나노 입자, 산
화 금속 입자 및 전도성 고분자 등이 이러한 그래핀/그래핀 유사체와 복합체 형태로 제작되어, 도파민 측정을 위한 전
극의 민감도와 선택도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TMD의 경우 그래핀과 유사한 2차원 물질로, 내부
층위 공간에 도파민이 다량 흡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도파민의 산화-환원 반응을 효율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이
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금속 나노입자 및 탄소나노튜브 등 탄소 기반의 물질에 적용할 경우 전도성
이 개선되어 도파민 탐지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센서 개발 시 적용되는 대부분
의 나노물질과 유사하게, 그래핀 및 TMD 또한 전극 개질에 활용되는 나노물질의 크기, 형상 및 표면의 화학적 성질 등
에 대한 균질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극에 도포될 시 코팅 균일도와 물질의 장기 안정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문제점
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경우, 제작의 용이함과 낮은 생산 단가, 높은 전기화학적
활성 및 넓은 표면적 등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2차원 물질은 도파민 전기화학 센서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신경
성 질환/질병의 초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신경전달 물질(gamma-aminobutyric acid, glutamate, histamine 등) 센
서, 당 센서 및 질병 바이오마커 센서 개발 등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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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환 압타머:
FET 기반 바이오센서의 한계 극복

1. FET 기반 바이오센서 연구 동향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ield Effect Transistor, FET) 기반의 바이오센서(Bio-FET)
는 표적물질의 결합에 의해 유도되는 표면전위 변화로 작동되는 트랜지스터이다.
Bio-FET은 크게 표적물질 인식수용기 부분과 FET 부분으로 구성된다. 표적물질에
특이적 결합이 가능한 표적물질 인식수용기는 이러한 Bio-FET의 필수적 요소이고,
이를 위해 항체와 압타머와 같은 표적인식물질이 주로 사용된다. 표적인식물질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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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Bio-FET을 이용하면 표적물질 인식수용기와 표적물질의 결합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실시간, 정량적 표적물질 검출이 가능하게 된다[1, 2].
일반적인 반도체 센서는 MOSFET(Metal-Oxide-Semiconductor FET, 그림 1A)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의 게이트(gate)에 양 전압, 그리고 소스(source)
에는 음 전압이 걸리게 되면, 산화막 아래에 있는 반도체 영역의 표면전자 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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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OSFET(좌)과

Bio-FET(우)의 구조. MOSFET 구조에서의 게이트 전압의 역할을 Bio-FET
에서는 표적물질에 의해 변화하는 표면전위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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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N채널”이 형성된다. 그러나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음의 전압이 걸리거나 전압이 사라질 경우 기존의 N채널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선택적 형성되는 N채널을 통해 소스와 드레인(drain) 사이에 선택적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
에, 게이트 전압의 조절은 전류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Bio-FET에서는 전하를 띤 표적
물질이 표적물질 인식수용기에 결합할 때, 게이트의 표면전위 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 이러한 전위 변화는 N채널을 열
거나 닫는 기존의 MOSFET에서의 게이트 전압 조절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
는 전류의 양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3]. FET 시스템은 이러한 전류 변화와 더불어 근본적 구조에 의한 신호 증폭 능
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표적물질 검출이라는 바이오센서의 궁극적 목표에 매우 적합한 장점들을 갖고 있
다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Bio-FET은 두 가지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 첫 번째는 물리적 Debye 길이의 적용 한
계,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적물질 전하 제한성의 한계이다.

lD : Debye 길이
e0 : 진공에서의 유전율
er : 유전상수
KB :볼츠만 상수

T : 캘빈 온도

Na : 아보카드로 수
e : 전기 소량(elementary charge)
I : 전해질의 이온 농도

첫 번째 한계는 Bio-FET의 작동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Bio-FET은 전기적인 변화에 기반하여 표적물질 검
출을 수행한다. 만약 이온 농도가 높은 용액 속에서 Bio-FET을 작동시키고자 한다면, 용액 속의 이온이 전기적인 신
호를 상쇄(neutralization)시켜 FET의 전기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전기적인 신호가 차폐되었다고 표현한다. 바이오센서를 사용해야 할 생리적인 상황은 항상 높은 이온 농도를 갖고 있
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차폐 현상은 Bio-FET이 실질적으로 구동되는 데 있어 큰 한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차폐의 정
도를 표현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이를 Debye 길이라고 나타낸다. Debye 길이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의 영향이 미치
는 거리를 나타낸다[4]. 생리학적 액체(physiological fluid) 내에서 이 길이는 1 nm 이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
이오센서가 정상 작동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있다(표 1). 그 이유는 전하를 띤 표적물질이 표적물질 인식수용기에 결합
하더라도 결합된 표적물질과 게이트 표면과의 거리를 항상 1 nm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한계는 FET 기반 바이오센서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만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적물질 인
식수용기가 전하가 없는 표적물질을 인식하고자 할 때, FET의 전기적인 신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
능하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Bio-FET은 1) 표적물질이 반드
시 전하를 띠어야 하고, 2) 매우 낮은 이온 농도에 의해
게이트 표면과 표적물질 사이의 거리가 Debye 길이 이
내에 위치해야 하는 상당히 제한적 상황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용적 한계들을 해결하기 위

표 1. 이온 농도에 따른 Debye 길이 변화. Debye 길이, 즉 전하를 띤
표적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범위는 생리학적 액체인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나 aCSF(artificial
CerebroSpinal Fluid)의 농도에 반비례하여 감소하게 된다[4].
완충 용액 이온 농도(mM)

Debye 길이(nm)

0.01×PBS

1.627

7.53

0.1×PBS

16.27

2.38

해서는 기존의 Bio-FET의 구동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1.0×PBS

162.7

0.75

않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1.0×aCSF

159.5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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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압타머-FET의 구조. 표적물질이 구조변환 압타머에 결합 시 DNA의 구조변환이 게이트의 표면전위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2. 구조변환 압타머를 이용한 새로운 FET 바이오센서 개발
최근에 구조변환 압타머를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Bio-FET의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한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구조변환 압타머는 표적물질과 단순 결합하는 핵산 기반의 일반적 압타머와는 달리, 표적물질과의 결합에 의해
유도되는 기계적 3차원 구조의 변환을 동반하는 새로운 개념의 표적인식물질이다. 이제까지의 Bio-FET 연구들은 표
적물질과 표적물질 인식수용기의 결합 자체에 기반하여 표적물질을 검출해 내는 것에 집중하였지만[1], Nakatsuka와
동료들의 새로운 연구는 표적물질에 의해 유도되는 압타머의 구조변환을 통해 표적물질을 검출해 내는 독창적 메커니
즘의 FET 기반 바이오센서(이하 압타머-FET)를 제시하였다[5].
Nakatsuka와 동료연구자들은 DNA 가
닥의 3차원 구조가 변하면 전하의 분포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존의 Bio-FET
에서는 전하를 띤 표적물질이 표적물질 인
식수용기에 부착되면 게이트의 표면전위
에 변화가 유도되었음에 반해, 이번 연구
의 압타머-FET은 음전하를 띠고 있는
DNA 자체의 구조변환을 통해 게이트의
표면전위에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림 2, 3).
압타머-FET의 제작을 위해 도파민
(dopamine), 세로토닌(serotonin), 포도당

그림 3. 구조변환

압타머를 이용한 Bio-FET의 작동원리. A. 도파민과 포도당 압타
머의 경우 표적물의 인식과 함께 DNA의 구조가 상당 부분 게이트 표면에
가까워지도록 구조변환. B. 세로토닌과 SIP 압타머의 경우 표적물질을 인
식한 DNA의 구조가 반대로 게이트 표면과 멀어지도록 구조변환(참고문
헌[5]에서 발췌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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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1P(sphingosine-1-phosphate) 총 4가지 물질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구조변환 압타머들이 사용되었다. 각
각의 표적물질들에 대한 압타머들의 K_d(결합 친화성) 값을 측정한 결과, 150 nM(도파민), 30 nM(세로토닌), 10
mM(포도당), 180 nM(S1P)의 결합 친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구조변환 압타머들을 표적물질 인식수용
기로 이용하여 기존의 Bio-FET과 동일한 구조에 기반하여 압타머-FET이 제작되었다(그림 2).
압타머-FET에 인식수용기로 사용된 네 가지 압타머들은 모두 구조변환 압타머들 이지만, 도파민과 포도당 압타머
는 세로토닌, S1P 압타머와 다른 구동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도파민과 포도당 압타머의 경우는 표적물질
과 결합하였을 때, 음전하를 띤 DNA 골격이 상당 부분 게이트 표면의 N채널에 가까워지도록 구조변환한다. 그 결과
N채널의 전자들이 전기적 척력으로 밀려나면서 트랜스컨덕턴스(transconductance)가 감소하게 된다(그림 3A). 이와
는 반대로, 세로토닌과 S1P 압타머의 경우는 음전하를 띤 DNA 골격이 상당 부분 N 채널과 멀어지면서 트랜스컨덕턴

그림 4. 구조변환 압타머 Bio-FET을 이용한 표적물질 검출. A, B. 시험관 유도진화를 통해 선별된 도파민, 세로토닌 압타머와 무작위서
열 압타머 간의 검출 능력 비교. C, D. 도파민, 세로토닌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물질들을 표적물질로 하여 압타머의 검출 선택
성 능력 확인. E, F. 시험관 유도진화를 통해 선별된 포도당, S1P 압타머와 무작위서열 압타머 간의 검출 능력 비교와 더불어 검
출 선택성 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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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증가하게 된다(그림 3B).
압타머-FET은 DNA 자체의 전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전하가 없는 물질도 표적물질로 채택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또한 표적물질 인식수용기로 쓰이는 DNA는 표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고, 음전하가 DNA 전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Debye 길이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고자 각각의 표적물질들의 농도를 다
르게 하여 실제 압타머-FET의 표적물질 검출 능력을 실험해본 결과, 네 가지 경우 모두 생리적인 이온 농도를 갖는
1xPBS나 aCSF(artificial cerebrospinal fluid)에서도 높은 민감성(적은 양의 표적물질까지 검출해 낼 수 있는 능력,
sensitivity)과 선택성(표적물질만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능력, selectivity)을 갖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그림 4).
구조변환 압타머가 아닌 무작위 DNA 서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뉴클레오
타이드(nucleotide)의 비율은 동일하지만 서열은 다른 무작위서열 압타머(scrambled aptamer)를 대조군으로 한 실험
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고, 구조변환 압타머와는 다르게 표적물질에 대한 특별한 검출 반응을 나타내지 않음이 확인되
었다(그림 4A,B, E, F). 이와 더불어, 비슷한 분자구조를 갖는 표적물질에 대한 검출 여부도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으
며, 놀랍게도 원하는 표적물질 이외에는 별다른 신호가 검출되지 않는 높은 선택성(selectivity)의 능력을 갖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그림 4C-F). 특히 기존의 도파민 검출센서들은 도파민 뿐만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에도
신호 검출이 이루어지는 낮은 선택성을 갖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어 왔지만[2, 6],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압타머-FET
은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티라민(tyramine) 등의 다른 유사물질들 모두에 반응하지 않는 바이오센서로서 독보적
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그림 4C).

3. 시험관 유도진화를 이용한 FET 기반 바이오센서용 구조변환 압타머 개발
압타머-FET의 핵심 기술은 표적물질과의 결합에 의해 유도되는 구조의 변환을 동반하는 구조변환 압타머이다. 구
조변환 압타머는 기존의 압타머와 마찬가지로 시험관 유도진화 기술(SELEX, Systematic Evolution of Ligands by
EXponential enrichment)을 통해 선별된다. 본 연구진은 매우 다양한 표적물질들에 대한 여러 유형의 구조변환 압타
머들을 시험관 유도진화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용도로 응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연구들을 성공
적으로 진행해 온 바 있다[7-10].
시험관 유도진화는 보통 1013~16개에 달하는 무작위 핵산 배열 속에서 원하는 기능의 배열을 찾아내는 기술이기에, 복
잡한 계산이나 분자구조 설계의 필요 없이 원하는 구조변환 압타머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 본 연구진은 압타머의 구
조변환 기능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시험관 유도진화 방법들에 기반하여 3차원 구조가 변환함과 동시에 추가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구조변환 압타머들을 성공적으로 선별해 내었다. 그 예의 첫 번째로 구조변환 압타머가
표적물질에 의해 기계적 구조가 변환할 때, 기존의 압타머에 물리적 결합되어 있던 화물 분자(cargo molecule)가 방출
되는 추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선보였다(그림 5A)[7]. 두 번째의 예로서 구조변환 압타머가 표적물질에 의해 구
조가 변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DNAzyme의 활성화를 통해 형광물질(N-methylmesoporphyrin IX,
NMM)의 추가적 결합에 기반한 형광신호의 증폭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표적물질에
의한 구조변환이 실시간, 정량적으로 검출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그림 5B)[8].
본 글에서 언급된 압타머-FET과 Bio-FET을 포함한 모든 표적물질 검출센서의 민감성과 선택성이란 센서의 필수
적 특성들은 결국 표적물질 인식수용기의 결합친화도와 결합선택성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표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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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ELEX 기술을 통해서 발굴된 다양한 유형의 구조변환 압타머들. A. 표적물질과 결합하여 구조를 변환함과 동시에 지니고 있던
분자를 방출하는 구조변환 압타머, B. 표적물질과 결합하여 구조를 변환함과 동시에 형광물질을 추가 결합하여 빛을 방출하는
구조변환 압타머(참고문헌 [7, 8]에서 발췌 및 편집)

검출센서의 민감성, 선택성을 높이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현재 많은 연구진들이 표적물질 인식수용기의 결합친
화도와 결합선택성을 높이는 연구들을 널리 진행하고 있다[11-13]. 본 연구진 또한 기존의 시험관 유도진화 기술의 효
율성, 그리고 표적물질 인식수용기인 압타머의 선택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혁신적 연구들을 진행한 바 있고[14,
15], 현재 기존에 없던 새로운 메커니즘에 기반한 표적물질 인식수용기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시험관 유도진
화 기술을 연구 및 개발 중에 있다.

4. 전망
시험관 유도진화 기술로 선별해 낸 구조변환 압타머에 기반한 압타머-FET은 기존의 Bio-FET이 가지고 있던 한계
들을 멋지게 극복해 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생리적 환경이란 독특한 상황에서
도 표적물질의 실시간 검출이 가능함이 확인되었고, 압타머-FET의 기능은 생물학, 의약,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적극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기술적인 발전 뿐만 아니라 압타머-FET은 시험관 유도진화 기술이 공학적 측면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
였다는 데 또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 창의적인 시험관 유도진화의 설계 및 개발을 통해, 구조변환 이외에도 다양한 흥
미로운 기능들을 갖는 압타머 혹은 DNAzyme이 선별될 수 있음이 본 연구진에 의해 증명된 바 있다[7-10,14,15].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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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목적 구조변환 압타머들의 개발과 응용을 통해, 표적물질 검출 이외의 더욱더 다양한 분야들로 시험관 유도진화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각 분야의 공학기술들은 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1965년에 창안된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도 물리적, 경제적 이유로 2016년 공식적인 종말을 맞이하였다. 생물학, 화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던 압타머, 항체와 같은 표적물질 인식수용기, 그리고 반도체공학, 전기공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던 FET
은 서로 독립적인 영역 속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짐에 따라 각각의 한계점을 드러내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압타머-FET
의 새로운 등장은 Bio-FET의 개발을 향해 독립적으로만 이루어지던 두 연구분야의 ‘융합’의 결과물임이 분명하고, 이
를 통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에 기반한 혁신적 기술을 완성하였다.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난제들도 무관하다고 생각한 분야의 지식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때때로 기술
적 큰 진일보는 전혀 다른 분야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학제간의 융합이 향후 창의적인 과학, 공
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굳게 믿고 있고, 압타머-FET은 바로 그 융합을 이룬 훌륭한 모델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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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마커를 단번에
검출할 수 있는 항체 센서

1. 항체를 이용한 면역측정법
항체는 동물의 체내에 바이러스, 미생물독소와 같은 외래물질(항원)이 침입하였을
경우 생산되는 당단백질이며, 항원을 포획하여 불활성화 시키거나 체외로 배출시키는
등 생체방어메커니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원에 대하여 높은 결합력과 특
이성을 갖는 항체를 이용하여 샘플 안에 존재하는 항원을 고감도로 검출, 정량하는 면
역측정법은 생물학의 기반연구에서부터 오염물질, 유해물질의 검사 및 병원물질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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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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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치료까지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항원-항체 사이의 결합을 사용하여 항원을 검출하는 면역측정법중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는,
radioimmunoassay(RIA)와는 달리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며,
항원에 반응하는 1차항체, 그리고 그 1차항체에 반응하는 2차항체를 첨가한 후 최종
적으로 효소반응에 바탕을 두는 발색반응을 이용하여 시그널을 얻어내기 때문에 감도
및 정량성이 좋은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ELISA로 대표되는 종래의 면역
측정법은 항체 및 항원을 플레이트에 고정하는 과정, 플레이트상의 비특이적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블로킹 과정, 1차 및 2차 항체 반응 후의 비특이적인 흡착을 제거하기
위한 수차례의 세척과정을 필요로 하여 전체적으로 수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여 측정결과의 불균일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1차항체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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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지니어스한 면역측정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자리에서(in situ) 간편하고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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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항원을 검출 가능한 방법이 확립된다면, 특수한 장치 및 기술을 확보하는 필요가
없고 단시간에 실시결과가 얻어져서 임상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현장수요에 부
응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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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보고되어있는 호모지니어스 면역측정법의 한 가지로, 서로 다른 형광색소로 표지한 항체 또는 항체단편이
항원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의해 형광색소사이의 형광공명에너지이동 (Förster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FRET를 이용한 면역측정법에서 시그널/백그라운드 비를 높이기 위해
서는 형광색소간의 거리를 정교하게 조절해야 하며 특정거리 이상으로 두 가지 색소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전자이동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다른 호모지니어스 면역측정법의 예로, 항체의 말단에 녹색형광단백질
(GFP)을 연결하여 형광면역측정에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지만, GFP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GFP를
융합하는 것에 의해 원래항체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상기한 기존의 면역측정법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정화와 세척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목적물질의 정량이 가능한 지금까지 없
었던 unique한 형광측정원리를 기본으로 한 면역측정소자 Quenchbody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2. 항체 및 항체단편
항원과 결합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항체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현재도 계속 개발되어지고 있다(그림 1). 사
람, 쥐, 토끼, 염소 등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IgG(Immunoglobulin)은 Y자형태로 heavy chain(중사슬)과 light chain
(경사슬)으로 구성 되어있다. 특이하게 낙타과 알파카에서 얻을 수 있는 항체는 heavy chain으로만 이루어진 형태를
나타낸다. 항원결합부위를 포함하는 variable region(가변영역)과 그 외의 부분인 constant region(일정영역)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이때 가변영역만 존재해도 항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단 또는 유전자재조합을 통해 가변영역 단
독 또는 일정영역과의 다양한 조합의 항체단편을 생산할 수 있다.
IgG의 Y자 형태에서 대칭구조의 절반인 형태를 monovalent라고 한다. 여기서 Fc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림 1. 항체 및 재조합항체단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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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 of antibody(Fab)라 하고 가변영역과 일정영역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이다. 가변영역은 항원결합
부위를 포함하면서 그 크기가 IgG보다 작기 때문에 고도로 밀집되어 있는 세포 사이 등 IgG가 침투하기 어려운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갖는다. 또한 Fab2 (monospecific) 와 Fab’2 (bispecific)은 둘다 가변영역이 양쪽에 존재하
지만 후자는 좌우에 다른 항원인식부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일정영역을 포함하지 않고 가변영역만 존재하는 항체
단편도 있다. Single chain fragment of variable region(scFv)은 VH도메인과 VL도메인을 peptide linker로 연결한 형
태이기 때문에 상기한 항체 및 항체단편 보다 크기가 작아 타겟 항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VH, VL 단
독의 경우, scFv, Fab, IgG 보다 항원결합부분이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크기가 작아 작은 공간사이를 침투하기 용이하
기 때문에 세포 침투반응을 바탕으로 하는 면역반응을 성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항원과 결합하였을 때만 빛을 내는 형광항체단편 ‘Quenchbody’
2012년 동경대학교 Ueda그룹에서는 부위특이적으로
형광색소를 도입한 항체단편이 항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체분자내의 tryptophan(Trp)에 의해 색소
의 형광이 소광(quench)된 상태이지만, 항원 첨가 후에
는 항체단편의 공간적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광
이 해소되어 형광을 발하는 원리를 발견하였고 이러한
원리에 의해 센서로 응용 가능한 형광항체단편을
Quenchbody라 명명하였다(그림 2) [1].
Ueda그룹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FRET을 이용한
open sandwich ELISA의 감도향상을 목적으로 한 실
험과정에서 우연히 밝혀내었다. 구체적으로는 TAMRA
(적색 색소), R110(녹색색소)로 표지한 항체의 VH와 VL

그림 2. Quenchbody의 작동원리 및 BGP검량선

를 1:1로 혼합한 후, 항원 첨가 후의 용액의 형광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항원 농도 의존적으로 형광이 증가함을 알수 있었고 FRET를 이용한 호모지니어스 면역측정과
관련한 본래의 실험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런데 이 때 예상 외의 현상에 착목하게 되었는데, TAMRA표지 VH와 R110표
지 VL를 동일한 몰수로 혼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110형광의 감소분보다 TAMRA형광의 증가분이 많다는 점이었다.
이를 확실히 하고자, 대조실험으로 VH만을 TAMRA로 표지하고 VL은 표지하지 않은 후 이들을 동일 몰수로 항원과
혼합한 결과, 항원 농도 의존적으로 형광강도가 증가한 것이었다. 형광강도변화가 항원의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항원정량이 가능하며, 두 가지 형광색소를 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두 색소사이의 거리를 정밀
하게 조절하여야 하는 기존의 FRET방법과는 달리 본 원리를 이용하면 한 가지 색소만 사용하여도 형광응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본 형광색소표지항체단편을 Quenchbody
로 명명하고 작용 메커니즘 및 응용범위의 범용화 등을 포함하여 보다 상세한 검토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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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종래의 면역측정법과 비교되는 Quenchbody의 장점: Simple and Rapid

4. 왜 항원이 존재할 경우에만 빛을 내는가
기존의 방법으로 형광색소를 표지한 항체는, 항원이 항체에 결합하기 전에도 빛을 내고, 항원이 결합을 해도 빛을 낸
다. 따라서 항원 이외의 물질에 항체가 비특이적으로 결합한 경우와 항원에 항체가 결합한 경우의 형광시그널을 구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체를 첨가한 이후 정교하게 세척을 하지 않으면 background시그널이 높아진다. 이에 반해
Quenchbody는 항원 이외의 물질에 비특이적으로 결합한 경우에는 빛을 내지 않고 항원과 결합한 경우에만 빛을 내기
때문에 항체 첨가후 별도의 세척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항원특이적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그림 3).
이러한 Quenchbody의 작동원리를 뒷받침하는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Trp에 의해 형광색소가 소광하는
현상은 다방면에서 보고되어 있었고, 이는 Trp에서 색소로 광유기전자전이(Photoinduced Electron Transfer, PeT)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Ueda 그룹은 실험적으로 우연히 발견한 Quenchbody의 작동원리가 Trp과 색소
사이의 PeT에 유래하는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골다공증 등의 바이오마커인 bone gla protein(BGP)을 인식하는 항
체 내부의 Trp(VH을 이루는 아미노산 배열중의 33,
36, 47, 103번째, VL의 35번째의 아미노산이 Trp에 해
당)을 각각 구조가 Trp와 유사한 아미노산인 Phe로 치
환한 후 항원(BGP)존재하의 Quenchbody의 형광강도
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그 어느 변이체도 야생형(Trp
에 변이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항원 첨가 시의 형
광강도의 증가 정도가 감소하였다(그림 4) [1]. 이를 통
하여 항체에 존재하는 다섯 개의 Trp 이 모두 형광소광
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상호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색소가 소광됨을 알 수 있었다. 즉, 항체내부의 항원결
그림 4. Quenchbody의 quencing현상은 항체내부의 Trp (W)가 관
여한다. [1]에서 발췌.

합부위 근처에 존재하는 형광색소와 그 주변에 존재하
는 Trp과의 전자이동에 의해 색소의 형광이 소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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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무세포 전사번역계를 이용한 Quenchbody구축

있었으며, 그 후 항원을 첨가하면 항체가 항원과 결합을 하면서 분자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체내부에 위치한 색소
와 Trp과의 상호작용이 약해져서 소광이 해소되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후의 실험(브라운운동을
바탕으로 한 편광실험[2], 3D 입체구조를 바탕으로 한 색소-Trp위치 해석[3])에서 더욱 뒷받침 되었다. 이외에도 항원
첨가에 의해 소광이 해소되는 원리의 힌트가 된 실험결과는, Quenchbody용액에 항원 대신 단백질변성제(Guanidine
HCl + DTT)를 첨가한 경우에 항원을 첨가한 경우와 비슷한 정도로 형광강도가 증가한 것이다. 즉, 변성제를 첨가함으
로써 단백질의 고차구조가 파괴되어 색소와 Trp과의 공간적 거리가 증가하여 Trp의 전자이동에 의한 소광이 해소되는
데, 항원이 첨가되었을 때 scFv의 VH와 VL이 공간적으로 이동하여 변성제를 첨가하였을 때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
을 가능성이 있다[1-13].

5. 무세포전사번역계를 이용한 Quenchbody 작성
개발초기의 Quenchbody는 무세포 단백질 전사 번역계와 부위 특이적 비천연아미노산 도입기술을 이용하여 작성되
었다[1-5]. ScFv배열의 N말단부근에 형광색소결합배열(amber codon, UAG)을 도입한 DNA와, 단백질의 전사번역에
필요한 효소, 아미노산, 라이세이트 등을 혼합함으로써 세포 내의 단백질합성인자를 시험관 내에서 재구성하여 단백질
을 합성하는데, 이때 반응계에 anti-amber codon(CUA)이 연결된 형광색소 표지 tRNA를 혼합함으로써 부위특이적
으로 형광색소를 도입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약 2시간 내에 Quenchbody를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림 5). 이러한 방법으로 BGP이외에도 세포골격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비멘틴의 인산화, 위법마약 등을 검출하기 위
한 Quenchbodies를 작성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TAMRA(적색) 이외에도 R6G (오렌지색), ATTO520 (녹색) 등의 다양
한 색소를 항체에 표지가능하였으며 색소별로 상이한 형광응답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지견을 얻을 수 있었다.

6. 다양한 형태의 항체단편을 이용한 Quenchbody
여기서 scFv보다 천연항체 구조에 가까우며 링커 없이도 구조적으로 안정한 Fab단편을 이용하여 Quenchbody를 작
성한다면 보다 새로운 지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무세포전사번역계를 이용하여 BGP를 인식하는 Fab단편을 발
현시키고 H chain의 N말단을 형광색소로 표지한 Quenchbody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scFv 형태의 Quenchbody(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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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목적에 맞게 항체단편의 형태 및 색소의 종류 등을 ‘디자인’하여 Quenchbody를 작성 가능하다.

보다 높은 10배의 형광응답이 얻어졌다[5]. ScFv를 이용한 경우 VH와 VL을 인공적인 펩타이드링커로 연결시키기 때
문에 VH와VL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인공적인 링커를 부가함으로서 항체가 본래 갖고 있는
항원과의 결합활성 등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반면에 VH와 CH로 구성되는 poly peptide와 VL과 CL로 이루어지는
poly peptide가 disulfide결합에 의해 hetero dimer protein을 구성하는 Fab라면 항체가 갖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항원 비존재 시에는 형광색소가 보다 소거되어 background 시그널을 저하시켜서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형광응답을
나타내었다고 생각되었다.
더 나아가서 Fab의 H chain 또는 L chain 중의 한쪽의 N말단을 형광표지한 경우에 비해 양쪽의 N말단을 같은 색의
색소로 double labeling한 경우 항원 존재 시 최대 26배까지 형광증가를 나타내어, 형광색소와 Trp사이의 PeT원리를
바탕으로 한 형광 소거에 덧붙여 색소끼리의 근접에 의한 소거 효과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H chain과 L
chain의 양쪽을 다른 색의 형광색소로 표지한 경우 약 50배의 형광강도를 증가시킴에 성공하였으며, 서로 다른 색소
사이의 FRET효과가 부가되었다고 예상되었다. 이외에도 응답을 향상시키기 위해 Quenchbody에 도입하는 형광색소
의 수 및 Quenchbody의 기본골격이 되는 항체단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6).

7. 대장균을 이용한 Quenchbody 대량생산
상기한 무세포전사번역계를 이용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Quenchbody의 구축이 가능하지만 무세포전사번역계 시약

그림 7. 대장균을 이용한 Quenchbody의 대량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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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가이기 때문에 세포 이미징 및 in vivo 실험 등 센서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 Quenchbody의 작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장균을 이용하여 항체를 대량으로 합성하고anti-amber codon tRNA와 결합된 특수한
색소보다 저렴한 maleimide 결합 색소를 사용하여 Quenchbody를 작성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BGP인식 항
체의 Fab단편을 대장균에서 발현, 정제한 후 H chain 및 L chain의 말단에 부가한 Cysteine 에 maleimide부착색소를
maleimide-thiol반응을 이용하여 표지하였다(그림 7). Fab이외에도 scFv형태의 Quenchbody의 경우에도 대장균을
이용하여 Quenchbody를 작성함에 성공하였고, 시판중인 다양한 색상의 maleimide부착 색소로 표지 가능함을 밝혔다
[6-12].

8. 세포이미징에의 응용
Quenhbody을 이용한 세포 이미징 또한 가능하다.
인간뼈 육종세포 U2OS를 배양한 후, U2OS의 분화를
촉진하고 BGP생산을 유도하는 비타민D3를 첨가하여
반응시킨 후 Quenchbody를 첨가하여 형광현미경 관찰
을 하였다. 비교를 위해 비멘틴D3 또는 Quenchbody를
첨가하지 않은 조건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타
민D3로 세포의 전처리를 행하고 Quenchbody를 첨가
하였을 경우에만 세포의 형광이 관찰되었고, 이 결과를
통하여 Quechbody를 이용하여 BGP를 생산하는 골아
세포의 이미징에 성공하였으며 Quenchbody를 간편하
고 신속한 형광 이미징 센서로 사용 가능함을 알 수 있
었다[5]. 또한 암세포의 바이오마커인 Claudin을 인식
하는 Quenchbody를 이용한 암세포 이미징[9] (그림
8), 유방암 관련 HER2 이미징 [in preparation]에도 성

그림 8. Quenchbody를 이용한 암세포 이미징. [9]에서 발췌

공하였다. Quenchbody를 이용한 세포 이미징의 우수
한 특징으로, Quenchbody를 첨가한 후에 세척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첨가 후 바로 그 형광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세척이 불가능한 세포 내(소포체 등)의 관찰이 가능한점, 반응시간이 수초에서 수분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시간별로
실시간 이미징이 가능한 점을 들 수 있다.

9. 간편신속한 항체센서로서의 범용성 증대
BGP 항체의scFv중의 5개의 Trp중의 4개가 BGP 항체 이외의 항체의 가변영역 내부에 존재하는 확률을 항체배열 데
이터베이스에서 조사하면 그 보존성은 94% 이상으로, 이는 원하는 항체를 이용하여 Quenchbody를 작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Quenchbody의 작성 예로는 여성호르몬 에스타지올 [in preparation], 내분비산란작용에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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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스페놀A[1]과 같은 저분자에서부터 닭난백리조자임[3]및 혈청알부민[13] 등과 같은 고분자단백질까지 항원 크기
에 상관없이 수십개 종류의 다양한 항원 검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광소거의 원리는 항원항체반응 이외
에도 단백질 상호작용 검출센서에도 응용되고 있다.
Quenchbody를 이용한 면역측정은, 블로킹 및 세척과정뿐만이 아니라 1차, 2차, 3차항원과 같은 연속적인 항체의
사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항원과 Quenchbody를 섞는 것 만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그자리에서 목적항원을 검출 가
능하다는 최대 이점을 갖는다. 이러한 Quenchbody를 의료 및 약제 연구 및 식품안정성 평가, 환경분석, 약물측정 등
의 다양한 범위의 목적항원 검출이 가능하고, 특히 어려운 전문기술이 없어도 쉽게, 그리고 저가로 손쉽게 구입하여 사
용할 수 있는 on site검출계로 전개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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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메일 : carboexpert@carboexpert.com
•주소 : - 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705호
- 기업부설연구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생대3호관 3208호
•직원수 : 10명
•인증현황 : ISO9001,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대전시고용우수기업, 연구소기업

사업분야
- 효소공학 및 미생물 대사조절기술 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탄수화물 제조
- 화장품 소재, 연구용표준품, 의약품 소재, 기능성 식품 및 사료 소재, 분석 및 연구개발서비스 등 다양한 바이오
소재 및 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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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년월

주요내용

2015. 11
2016. 11
2017. 03
2017. 07
2017. 09
2018. 03
2018. 08
2018. 09
2018. 09

㈜카보엑스퍼트 설립 (충남대학교 실험실 창업)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차 자본증자 실시
ISO9001 인증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대전시고용우수기업 선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등록
본사 이전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

보유기술
구분

특허

상표

명칭

국가명

등록(출원)일

특허등록 /출원번호

비고

4-알파-글루카노트랜스퍼라제를 이용한
사이클로아밀로스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2014. 03. 03

10-1518022

등록

비브리오 불니피쿠스에서 유래된 브랜칭엔자임을 이용한
변성 전분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대한민국

2015. 05. 21

10-1523517

등록

면역증강효과를 갖는 수용성 다당체 및 이를 함유하는
조성물

대한민국

2016. 06. 07

10-1629656

등록

말토오스 결합 단백질을 융합시킨 4,6-알파-글루카노트랜스
대한민국
퍼라제를 이용한 지소화성 전분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2016. 09. 09

10-1658198

등록

고정화된 아밀레이즈를 이용한 말토덱스트린의
연속 제조방법

대한민국

2016. 09. 07

10-1655237

등록

고농도 세포 배양 방법을 이용한 다당체의 생산 방법

대한민국
PCT

2019. 03. 07
2018. 07. 05

10-1958017
PCT/KR2018/007663

등록
PCT출원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말토덱스트린의
분리정제 방법

대한민국

2019. 01. 28

10-1944881

등록

글리코겐을 고생산하는사카로마이세스세레비지애CEY1변이
균주 및 이의 용도

대한민국

2018. 12. 11

10-2018-0158830

출원

글리코겐을 고생산하는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디CEY2변이
균주 및 이의 용도

대한민국

2018. 12. 11

10-2018-0158832

출원

시지지움포르모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

대한민국

2018. 10. 11

10-2018-0121224

계약
체결

이노토디올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레르기 질환
의 예방또는 치료용 조성물

대한민국

2018. 08. 31

10-1893754

계약
체결

로고 + CARBOEXPERT - 제01류(연구용 시약 등)

대한민국

2018. 05. 23

40-1378345

등록

로고 + CARBOEXPERT – 제35류(연구용시약도매업 등)

대한민국

2018. 05. 23

40-1378346

등록

로고 + CARBOEXPERT - 제01류(약제연구개발업 등)

대한민국

2018. 05. 23

40-1378347

등록

enGlycogen

대한민국

2018. 12. 14

상표-2018-0175899

출원

S-enGlycogen

대한민국

2018. 12. 14

상표-2018-0175900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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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및 비전
㈜카보엑스퍼트는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박종태 교수(CEO)와 관련전공자를 중심으로 2015년 12월에 설립
된 바이오벤처 기업으로 재조합 효소 발현 및 활용기술, 미생물대사조절기술, 탄수화물 분리정제 및 분석 기술 등을 이
용한 맞춤형 탄수화물 및 기능성 소재를 제조하여 식품·화장품 및 연구개발분야에 공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 탄수화물
소재 전문기업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황인규 교수를 CTO로 초빙 후 사업분야를 천식, 식품알레르기, 아토피
등 알레르기 의약품 분야까지 확대하여 종합바이오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생산고
도화 연구를 통해 2021년내에 사업화가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임직원의 90% 이상이 석박사급인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으로서 금년부터 화장품 분야 및 건강기능식
품 소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직은 작은 회사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국내 바이오산업
의 한축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핵심기술 및 소재

<표준물질 분야>
•특정중합도를 갖는 말토올리고당을 세계 최초로 포도당중합도 3에서 20까지 고순도로 제조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였으며, 본 기술을 통하여 해외경쟁사 대비 5~50% 수준의 가격과 높은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
로 해외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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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순도 말토올리고당 표준물질

•2019년에는 신제품인증(NEP) / 홈페이지 개량 및 신규 구축 / 해외마케팅 등 판매다각화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말토올리고당 이외에 셀로덱스트린, 자일로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등 다
양한 탄수화물 표준물질 개발을 통하여 2023년 이내에 올리고당 관련 표준물질 세계시장을 50% 이상 장악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화장품 분야>
•미백 및 항염효과는 물론 항알레르기 효과를 가지는 장군나무(시지지움 포르모슘) 추출물과 자체개발 미생물 균
주 유래의 보습/탄력효과 및 Anti-UV효과를 갖는 글리코겐(enGlycogenTM)에 대한 연구개발을 완료하여 각각 특
허출원 1건, 등록 1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B2B 원료 및 B2C 제품 등 2-track 전략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T New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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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장군나무추출물 및 엔글리코겐 소개

•2019년 하반기에는 마스크팩이 우선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차후 B2B 원료 확대 및 크림, 에센스 등 제품 다양화
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품 및 사료분야>
•식품 및 사료분야에서는 기능성다당체를 다량 축적하는 기능성 효모를 선발하였고, 관련 특허 2건을 2018년에 출
원하였으며, 대전 내 유명 반려동물사료 전문기업과 계약 하에 영양사료 제품 개발을 완료하여 현재 판매 중에 있
습니다.
•한편, 해당 효모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성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 분야에 활용 가능한 소재를 다
양한 제형 형태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상기 제품은 2018 지역주력산업육성기술
개발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결과물임

그림 3. 글리코겐 대량 축적 효모균주의 활성 및 이를 활용한 반려견용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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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노토디올의 강력한 항식품알레르기 효과

<의약품 분야>
•의약품 분야에서는 높은 안전성, 비만세포의 선택적 저해효과, 높은 경구 생체이용률을 보이는 이노토디올의 알레
르기 저해 활성 특허를 기술이전 계약 체결하였으며 천연물 신약 사업화를 위한 전구체 전환 효소개발 등 기술고
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환경 요인들로 인해 국내 및 해외 알레르기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항알레르기 면역 효능을 보유한 이노토디올을 활용한 면역력 증진 신약 개발을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
에 작은 보탬이 되는 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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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첨복단지)란?
오송역에서 자동차로 5분 정도를 달리면 1,131천m2(34만평)규모의 오송첨단의료복
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라 함)를 만나게 된다. 오송첨복단지는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첨단복합단지의 필
요성이 제기되면서, 2005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되었고, 2008년 3월 「첨단
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안에 근거하여 첨단의
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고, 오송첨복단지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오
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 이하 ‘오송재단’이라 함)’이 3개 중앙부처(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의 참여로 2010년 12월 10

이 태 규

센터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tglee@kbiohealt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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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일에 설립되었다.
오송첨복단지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촉진 할 수 있는 다양한 물리적·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단지 내에는 기업(84개), 학교(6개), 공공기관(13개), 병원(1개) 등 산·학·연·병이 밀집되어 있어 다양한 연구 교류
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위치한 보건의료
행정타운과 엘지화학, 메디톡스 등 다수의 의약품 생산시설이 마주하고 있어 R&D, 인허가, 생산이 결합된 바이오산업
의 최적지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1).
또한 제도적으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통해 신약 및 의료기기의 임상연구
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들을 보장하고 있다. 첨복단지 내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연구개발 목적이라면
외국 의사도 출신국 면허를 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이 공익성 등을 인정한 경우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임상연구 비용을 환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 소개
오송첨복단지 내에 소재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
단(https://www.kbiohealth.kr)은 바이오의약품과 의
료기기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신약개발지원
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
오의약생산센터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총사업비
1,905억원(건축비 1,079억원, 장비비 826억원)이 투입
되어 2013년 11월에 건물(부지 77,978m2, 건축연면적
45,413m2)이 완공되었고, 현재 269명(정원 4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구에도 오송첨복단지와 비슷한 규모
로 대구경북첨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대구 신약개
그림 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경. A: 신약개발지원센터, B: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C: 실험동물센터(신약센터 뒤
에 위치함) D: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발지원센터에서는 화합물신약 연구개발을, 오송 신약
개발지원센터는 바이오신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
다. 오송재단은 설립 초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
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중앙부처를 주무관청으로

운영되었으나, 2018년부터 복지부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오송첨복단
지 내에 소재한 기업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바이오신약을 연구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3. 바이오의약산업의 특성과 신약개발을 위한 국내 기술 인프라의 필요성
전 세계 처방의약품시장은 2018년 8,300억 달러에서 연평균 6.4%로 성장하여 2024년에는 1.2조 달러를 형성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17년 2,020달러 규모였던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오는 2024년 까지 3,803달러로 성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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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약품시장에서 31% 차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특히 상위 100개 의약품 중 52%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신약 1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3.5년의 긴 시간과 2조 원(직접 비용 3,000억 원 및 기타 모든 간접비용 포함)
가량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된다.
하나의 신약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는 다양한 개발 과정을 통해 유효성과 안정성을 검증해야한다. 먼저 약물이 작용
하는 작용점(drug target)을 찾아 검증을 거친 후, 이 작용점을 조절하는 초기물질(Hit)부터 선도물질(Lead)을 발굴하
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후보물질(Candidate)을 발굴하고 제조하여야한다. 신약 후보물질은 동물에서의 비임상 독
성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임상1/2/3상을 통해 사람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후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야만 신약으로서 의약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 임상1상에서 허가까지 성공률은 보통 10~30% 정도로, 신약개발은 대
표적인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return)’ 투자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의약품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논의는 오송첨복단
지 조성 때부터 계속되어왔다.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기술과 우수한
역량을 지닌 연구자들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글로벌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
와 연구소로부터 나온 초기연구 결과물을 신약개발로 발전시키려면 충분한 연구개발비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신약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미국, 유럽과 같은 제약 선진 국가의 경우 다국적 제약기업
의 지원뿐만 아니라, 실험을 대행해주는 다양한 전문적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가 잘 발달되어 효율
적인 신약개발이 가능하지만, 국내의 경우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림 3. 신약개발과정 및 오송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중점지원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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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오신약개발을 위한 오송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역할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되었다.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는 항체치료제, 단백질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신약 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기반기술을 구축하여 산·학·연의 연구자들이 우수한 신약개
발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임상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림 3). 예를 들어 연구자가 암을 유발
하는 단백질을 발굴한 후 이를 억제할 수 있는 항체로 항암신약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통해 항체
를 찾는 과정부터 대량 배양 정제, 세포주 개발 그리고 분석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CRO와의 차이점을 든다면, 바이오신약개발 전반에 대해 컨설팅부터 연구개발 지원까지 신약개발의 파트너로서 성공
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약개발 통합 지원 시스템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지원함으로써 신약개발 연구 경험이 부족한 기초연구자와 벤처창업자에게 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국가 및 민간과제의 공동연구나 위탁연구, 단순 장비 활용지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신약개발 지
원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4).
오송재단에서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기술구축사업 최적화지원과제’와 ‘충청북도 가치창출사업’ 공모를 진
행하고 있다. ‘기반기술구축사업 최적화기술지원과제’는 신약개발지원센터에 구축된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산·학·연
을 지원하는 과제로 매년 11월 경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본 과제는 비영리 연구기관이나 영세한 국내 중·소벤처기업
을 대상으로 유망성이 있으나 산업화 역량이 부족하여 사장의 위험성이 있는 신약개발 기초 연구성과물의 연구공백을
지원하여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대 2년 동안 연 5천만 원~2.5억 원을 지원하
며, 단순히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도출된 연구결과물을 공유
하여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기술이전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충청북도
에 위치한 기관은 ‘충청북도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매년 10월 경 공고, 2억 내외). 또한 올해부

그림 4.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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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다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바이오의료개발기술사업 등 정부부처 사업에 세부나 위탁과제 형태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지원하거나,
항체발굴, 단백질 특성분석, 세포주 개발 및 생산, PK 분석, 바이오의약제형 개발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용역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이나 학교에서 구축하기 힘든 고가 장비를 센터 내에 집약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활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약개발센터에서는 2018년까지 후보물질 발굴과제 46건, 기반기술개발지원과제 43건, 기술서비스지원 169건, 인
프라활용서비스지원 678건등 총 162기관을 대상으로 936건의 신약연구개발을 지원하였다. 이 중 다수의 성과물이 국
내외로 기술이전되었으며, 후속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3년간 글로벌첨단바이오의약품사
업 코디네이팅센터(CoGIB http://www.cogib.kr) 운영을 통해 유전자치료제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의 비연구
분야를 지원하며 다수 기업의 임상 진입을 지원하였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매년 2회 부트캠프를 통해 서울, 판교, 대전 등에서 센터의 보유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지원기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0월경 ‘Osong BioExcellence & BioSymposium’을 개
최하여 바이오의약의 연구, 개발, 허가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2018년에는
nanobody분야와 단백질 공학 대가인 S. Muyldermans박사와 A. Skerra 박사를 초청하여 나노형태의 소형화된 항체
진단치료제 개발과 단백질 PASylation 기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국내 유망 벤처 제약 기업의 신약개발 파이
프라인 소개를 통해 후발 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5. 오송 신약개발지원센터 조직과 보유기술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재단 건물이 완공된 2013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우수인력 채용과 장비 등 핵심시설구축을 시
작하였다. 2014년 중반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오송 신약개발지원센터 R&D 지원사업을 통해 바이오신약개발
지원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지속적으로 갖춰 가고 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현재 5부 1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1명의 연구진이 근무하고 있다.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조직은 센터 운영과 연구기획을 담당하는 신약연구기획지원
부, 항체의약품팀과 단백질의약품 그리고 첨단의약품팀으로 구성된 신약개발최적화지원부, 약리약효평가팀과 독성
PK지원팀으로 구성된 신약약효평가지원부, 셀라인배지개발팀과 생산공정기술팀, 제형기술팀으로 구성된 신약개발프
로세스지원부 마지막으로 바이오의약분석팀이 소속된 융합기술지원부로 구성되어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각 팀명
에서 알 수 있듯이 항체, 단백질, 유전자치료제등 바이오신약 개발 단계의 비임상 연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기술을 갖춰 놓고 있다.
신약개발최적화지원부 항체의약품팀은 강원대 연구진과 함께 인간 합성 Fab 및 scFv 파아지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
고, 현재 colony picker등의 자동화 장비를 활용한 phage panning을 통해 초기 항체 물질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cell panning, immune phage display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한 항체발굴 기술도 갖추어 놓고 있으며, 이외에
Discovery studio를 활용하여 신약개발을 위한 in silico 모델분석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단백질의약품팀은 국민대
연구진과 항체의 Fc를 변형시켜 혈중 반감기가 극대화된 항체 발굴에 성공하였다. 본 기술은 현재 해당 분야 최고기술
을 지닌 Xencor사의 기술보다도 우수한 반감기와 세포사멸활성(CDC)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바이오벤
처기업과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팀은 동물 항체를 인간 항체로 변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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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zation기술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수 국책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Octet, Biacore장비를 활
용하여 항체와 표적단백질 또는 펩타이드간의 결합력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첨단의약품팀은 유전자치료제 개발 지원
을 위한 바이러스 벡터 생산 및 정제공정기술을 갖추고 연구용 또는 비임상 시험용 바이러스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최
근에는 CAR-T, CAR-NK 치료제 개발 지원 플랫폼기술을 갖추고 in vitro , in vivo 효능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신약약효평가지원부의 약효평가지원팀은 항체에 의한 세포사멸 활성(ADCC, CDC)을 세포주 혹은 사람 말초혈액면
역세포(PBMC)를 사용한 평가와 FACS 장비를 활용한 세포 특성 분석, MSD(Meso Scale Discovery)를 활용한 다양한
세포 증식 및 활성인자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인체에 투여 시 면역원성을 유발하여 약효를 감소
시키거나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개발 과정에 면역원성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
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오의약품의 면역원성 평가를 위해 in silico 면역원성 평가법과 사람 PBMC를 이용한

in vitro 면역원성 평가법을 구축하였으며, 면역원성 유발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하여 제거함으로써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성PK지원팀은 세포 및 일반독성시험, 생체시료 내 약물농도분석과 PK/PD분석, 계
량약물학적 분석과 모델링을 통해 임상투여용량 예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의 생체분포 평
가를 위한 정량적 PCR 분석 기술을 확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프로세스지원부 셀라인배지개발지원팀에서는 ClonePix를 활용하여 고성장, 고발현의 재조합단백질 생산 세포주를
개발하고 있고, Cell Metrix장비를 이용하여 단일세포 유래입증 및 선별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6개 다국적배지 제조
사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본배양배지 100여종, 유가식배양배지 30종을 적용해서 생산 세포주별 최적화된 배지 선별
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5 L 규모의 플라스크 일시발현 시스템과 bioreactor 배양을 통해 후보물질 특성을 연구에 필
요한 비임상 시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공정기술지원팀에서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를 통해 항체, 재조합
단백질, 세포치료제 생산을 위한 제조공정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양공정과 정제공정에 모두 적용하여 대량정제공
정 파라미터를 확립하고 있다. 배양공정 확립과 비임상시료를 생산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오리액터 Ambr15, Biostat
Q plus(1L), Biostat B(3~10L), Celligen 310(1~10L), Biostat CultiBag(50L), Celligen BLU(10~40L), ATF-4, -6
시스템, 심층여과시스템(depth filtration)을 갖추고 있다. 정제공정을 위해 AKTA Avant와 Pilot, Sartoflow
advanced Cogent M1 TFF, FlexAct System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제형개발지원팀에서는 바이오신약의 stress,
stability indication assay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불안정화의 주요인자를 발굴하여 바이오신약을 안정화 시킬 수 있
는 선도제형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DOE(Design of Experiment)를 통한 동결건조 사이클 최적화를 통해
동결건조제형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융합기술지원부 바이오의약분석팀에서는 단백질의약 분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SI-MS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단백질 분자량 분석, chromophore RapiFluor를 이용한 고감도 glycan profiling 분석을 지원한다.
Maurice 모세관전기영동장치(CE)를 이용한 단백질의 charge variant, MW, impurity 분석과 SEC(Size Exclusion
Chromatograph)을 이용한 단백질 aggregate 분석을 지원한다. 또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ADC(Antibody Drug
Conjugate), 약물학적 동태, 단백질의 PTM(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분석하고, 펩타이드 분석을 통해 단백
질 동정, 바이오마커 발굴, PK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반기술 과제를 통해 특정 RTK(receptor tyrosine
kinase)에 작용하는 억제제 처리에 따른 세포 내 다양한 RTK의 발현량과 활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RTK 통합분석 시스
템을 구축했다. 특히, HDX(hydrogen deuterium exchange)-MS를 이용한 epitope mapping기술은 항체와 결합하는
표적 단백질의 결합 부위 동정 및 바이오시밀러의 유사성 분석 등 활용도가 넓어 최근 연구자들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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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기술이다. 보다 상세한 기술 및 지원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biohealth.kr/
content/view.do?menuKey=40&contentKey=6 )

6. 오송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앞으로의 발전방향
오송 신약개발지원센터는 바이오의약 연구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집약한 센터이다. 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구축된 기술이 우수해야 한다. 그래야 연구·개발자들이 바이오신약 연구를 위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며, 국내 중소·벤처기업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기술을 지속적으
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혈액 내에서 항체의 혈중반감기를 증가시킨 기술, HDX를 이용한 epitope mapping기술, 면역
원성 측정기술 등은 센터 보유 기술 중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기술들이다. 또한 바이오의약 제형연구는 국내 개별 중
소·벤처기업에서 구축하기 힘든 기술로 매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술이다. 이와 같이, 센터는 앞으로
도 계속하여 연구자들의 수요에 맞추어서 기술을 구축하고 지원할 것이다. 또한 이에 맞춰 센터 보유 기술들을 홍보하
고 교육하는 과정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재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자립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을 통해 확보한 재원만으로
센터를 발전시키고 경쟁력 있는 장비를 갖추어 나가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약개발
지원센터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신약 물질이나 바이오 기반기술이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신약개발지원센터로 재투자된다면 자립화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바이오신약개발을 위해 필요
한 핵심 기술을 신약개발지원센터 연구원의 역량만으로 모두 갖출 수 없다. 우수한 국내외 연구진들과 협력해야 보다
나은 수준의 기술을 구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는 국내 대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해 각
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연구진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센터가 역점을 두어야 할 또 다른 분야는 기초연구와 임상의 연결이다. 중개연구 또는 translational study 라고 하
는 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점진적으로 갖추어 나가 신약개발지원센터가 의료산업 혁신성장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역할은 국내의 수많은 초기 연구결과물들이 후속 연구로 이어져서 글로벌 바이오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바이오의약산업이 국가의 미래를 담당할 핵심성
장동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센터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공적 역할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지원과 환류
를 통해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자생력을 갖추어 안정적인 신약개발지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
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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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뇌과학이미징연구단

연구단 개요
뇌과학이미징연구단(Center for Neuroscience Imaging Research, CNIR)은 기초
과학연구원 외부연구단으로 2013년 7월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유치하여 설립되었으며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지상 8층, 지하 2층, 연면적 2만7570㎡ 규모의 IBS 연
구단 건물 ‘N센터’를 2015년 9월에 준공하였다. 본 연구단은 최첨단 뉴로이미징기술
을 기반으로 세포, 조직, 시스템 수준에서 다양한 뉴로이미징을 통해 기능하는 뇌의
전반적 기전 규명을 목표로 신경생물학, 생물리학, 생화학, 계산 신경과학, 시스템 신
경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총 4개의 다학제적 융합연구팀을 구
성하여 해부학적, 물리적, 기능적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기법 개발, 뇌신경혈류시스템 및 조절 메커니즘 이해를 위한 새로운 기법 개발,
소동물 및 영장류에서의 지각 및 인지 상태를 위한 신경부호 연구, 기능적 뇌이미징과
계산방법을 이용한 인간의 지각, 인지 및 정서이해를 위한 뇌 기전 연구 등을 수행 중
에 있다.

연구 배경
뇌 연구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집중 지원하고 있는 분야로 특히, 급
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뇌신경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뇌과학 및 뇌영상 연구 분야는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나
연구단장

노기술 등 이종기술간 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학제 분야로서 아직 규명되지 않

IBS 뇌과학이미징연구단

은 뇌 질환 기전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해서는 폭넓은 범주의 시스템 신경과학 연구가

김 성 기

필요하다. 따라서, 뇌과학이미징연구단은 마우스, 영장류, 인간에 이르는 다종(mulseonggikim@skku.edu

tispecies) 및 다중스케일(multiscale) 이미징 기반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세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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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부터 인지 신경과학·임상의학에 이르기까지 신경과학의 전반적 연구를 집적된 인프라를 갖추고 하나의
센터에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센터이다. 이러한 연구 인프라와 MRI를 종을 아우르는 공통 플랫폼을 사용하여
중개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접근법은 단일 실험실에서 단독으로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연구소에서
도 존재하지 않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아시아의 뉴로이미징 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뇌과학 분야에서의 세
계적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연구 분야
뇌과학이미징연구단은 첨단 MR 뇌과학이미징팀, 신경혈관 이미징팀, 기능성 신경회로팀, 인간 뇌과학이미징팀 등
총 4개의 연구팀으로 구성되어있다. 첨단 MR 뇌과학이미징팀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RI, fMRI) 신호의
생물물리학적 원리 연구, 초고자장 (ultrahigh field) MRI 기법 개발 및 물리적 특성 연구, 고속 MRI 시퀀스 개발 등을
목표로 포도당 흡수와 대사를 측정하는 화학적 교환기반 MRI 연구, 광유전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fMRI 신호 기초 연
구, 초고자장 MRI 기반 뇌조직 미세구조 연구, 초고자장 이미징에 적합한 새로운 펄스연쇄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수
행 중에 있다. 특히, 초고자장 MRI 기반 뇌조직 미세구조 연구는 건강한 사람과 환자 또는 노인에게서 발견되는 뇌 수
초화(brain myelination)를 연구에 유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혈관 이미징팀은 새로운 광학 기법 기반 신경혈관이미징 개발, 신경혈관 프로세스 조절을 위한 새로운 생체재료
개발, 정상 및 질환을 갖는 뇌의 신경혈관연접 기능 연구 등을 목표로 하며, 거시적 MRI 스케일과 미시적 신경세포 스
케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신경혈관접합 연구를 정상 뇌와 다양한 질병 모델 신경혈관 내에 적용할 경우 뇌의 기본 기능
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용 MRI 측정 결과 해석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성 신경회로팀은 청각인지 신경메커니즘 연구, 감각 운동 처리의 인지 제어 연구를 목표로 전기생리학과 기능성
뇌과학이미징 기법과 최첨단 계산모델링을 결합하여 주의 집중 기능성 신경회로 연구, 행동하는 쥐의 청각 및 움직임
이 청각을 저해함을 나타내는 연구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시스템 수준의 전체 뇌 매핑과 세포 단위 연
구 간의 간극을 채우는 데 필수적인 연구로 특히, 비인간 영장류 연구에 관한 전문성과 자원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자
산으로 인간 신경과학연구와 연계하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 뇌과학이미징팀은 시각 및 인지 기전 연구, 통증 및 감성 이해를 위한 기전 연구 및 기계학습 기법 기반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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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팀 구성 및 팀별 연구목표

마커(biomarkers) 개발 등을 목표로 뇌가 지각 및 인지 경험을 생성하는 내부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는지에 대
한 신경 메커니즘 연구, fMRI와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통증 측정 및 분석, 뇌과학이미징 데이터에서 정보 추출 및 분
석 등을 수행 중에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 뇌의 메커니즘과 고차원 인지 및 정서적 처리과정의 기저를 규명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임상 적용으로 이행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인간 의식에 있어 엄청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연구단 인프라 및 활용
뇌과학이미징연구단은 최첨단 동물 및 휴먼용 MRI 장비, 초고속 광학장비, 소동물(마우스), 비인간 영장류(Nonhuman primate, NHP) 시설이 집적된 세계적인 뇌과학이미징 MRI 연구센터로서 다종실험 및 다중스케일의 이미징
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본 장비 및 시설은 연구단 내뿐만 아니라 외부의 타 기관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활용함으로써 국내 뇌연구 허브 역할에 일
익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용 최첨단 고자장 MRI 장비
본 센터는 최첨단 동물용 9.4T, 15.2T MRI (Bruker사) 및 휴먼용 3T, 7T MRI (Siemens사) 등 총 4대의 MRI 장비
를 구축하였다. 동물용 MRI는 소동물 및 중동물의 해부학적, 기능적 영상뿐만 아니라 혈관, 확산 영상 획득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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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15.2T MRI 장비는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는 네 개 중 하나로 초고자장 MRI 장비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한, 휴먼용 3T MRI 장비는 뇌연구에 적합하게 개발된 Siemens사 Prisma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휴먼용

그림 2. MRI 장비 및 획득 영상 (마우스와 인간의 해부학적, 기능적 MRI 및 확산 영상)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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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RI 장비 및 획득 영상 예제

7T MRI 장비는 아시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아 설치하였다. 이들 MRI 장비들은 해부학적, 생리학적, 기능적 MRI 개
발 및 응용을 통한 세계적인 MRI 기술 개발에 매우 중요한 인프라로서 과학적 전문성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광학장비
본 센터는 살아있는 동물의 뇌로부터 마이크로미터(µm) 단위의 신경세포 돌기 형태의 변화와 신경세포 내 물질이동
측정이 가능한 다광자 공초점 현미경(Multiphoton Confocal Microscope), 살아있는 세포 및 조직을 형광물질로 염색
하여 세포내 신호전달물질의 실시간 분석이나 세포 내에서 발현된 단백질의 분석 및 이미지 획득이 가능한 수퍼해상도
공초점 현미경(Super Resolution Confocal Microscope), 마우스 동물의 뇌 전체에 분포하는 형광 발현 연구와 여러
절편의 뇌조직 뿐만 아니라 한 장의 이미징이 가능한 대형스케일 수퍼줌 공초점 현미경(Large Scale Superzoom
Confocal Microscope) 등 초고속, 초고감도 광학장비들을 구축하였다. 이들 장비는 형태학, 세포학, 신경학 등 생물 및
생화학 등 전반적인 분야의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공동활용
본 센터는 최첨단 장비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실시를 통해 뇌연구 관련 자원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있다. MRI 및
현미경 주요 장비 6건은 외부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단 웹사이트(https://cnir.ibs.re.kr) 게재 및 홍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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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동활용 장비
장비명

모델명

활용대상

외부활용 일시

동물용 9.4T MRI

Bruker Biospec 305mm bore size

소동물 및 중동물

- 화요일 (09:00 ~ 19:00)
- 목요일 (09:00 ~ 12:00)

동물용 15.2T MRI

Bruker Biospec 110mm bore size

소동물

- 수요일 (09:00 ~ 19:00)

3T MRI

Siemens Magnetom Prisma

사람 및 대동물

- 목/금요일 (09:00 ~ 17:00)

7T MRI

Siemens Magnetom Terra

사람 및 대동물

- 수요일 (09:00 ~ 17:00)

대형스케일 수퍼줌 공초점 현미경

Leica TCS LSI Ⅲ

세포 및 조직

- 화요일 (14:00 ~ 18:00)

수퍼해상도 공초점 현미경

Leica TCS SP8 STED

살아있는 세포 및 조직

- 화요일 (09:00 ~ 13:00)

다광자 공초점 현미경

Leica TCS SP8

살아있는 조직 및 동물

- 화요일 (09:00 ~ 18:00)

장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외부활용 시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시설과 장비
들은(예를 들어 영장류 뇌과학 연구시설 및 신경생리학 장비) 공동연구에 활용함으로써 고가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 하
고있다. 아울러 관련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는 장비 담당 전문가나 교수와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동연
구를 장려하고있다.

96 2019 Vol.26 No.1

BT News
BT스토리

BT News

BT스토리

*

연구, 내 삶의 목표

처음 BT News 기고를 부탁받았을 때에 내가 그럴만한 사람일까? 잘 적어낼 수 있
을까?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먼저 일어났지만, 좋아하는 박사님의 부탁이어서인지 승
낙을 하고는 나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어떤 이야기를 담는 것이 좋을까.. 결국은 나의
지난 과학과 함께한,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연구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한다.

삶의 방향
김 영 민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단
davidkim@kist.re.kr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고 막연히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던 나는 교통사고 이후의 어
머니의 삶을 보며 인생의 목적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몸이 불편한 사람
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꿈꿨다. 그래서 사람을 돕는,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를 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고, 좋아하던 물리대신 생명과학과라는 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생명
과학과에 재학하던 시절에는 바이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험들을 배울 수 있었
으며, 일부러 화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수업도 들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발
판을 쌓아갔다. 또한 응용과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대학연합학술제에 들어가 계
속된 발표와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 관련 학문의 다양한 산업적 접근들 특히 줄기세포
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 3학년 때부터는 이강석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분자 미생
물학 실험실에서 약 1년 동안 분자생물학적인 여러 기술들을 접하고 습득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부해왔던 줄기세포와 탄소나노튜브라는 새로운 물질을 이용한 알츠하
이머의 치료법에 매력을 느껴 의과대학 이원복 교수님의 연구실에서도 1년 정도 학생
연구원으로서 연구를 하였다. 이 당시, 탄소나노튜브라는 물질은 다른 학교와의 협력
을 통해 해당 교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때 물질에 따라 효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물질을 직접
연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료의 개발로 방향을 잡고, 사람에 적용되는 재료 중 바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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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사용될 수 있는 ‘약물전달시스템’을 연구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송수창 박사님 방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
었다.

연구의 방향
조직공학으로의 첫걸음, 흔하지만 어려운
연구의 첫 시작부터 사람을 돕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고,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지지만 현재 방법이 없어서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은 분야가 무엇일까를 고민했었다. 그 때 생각난 분야가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조
직공학이었다. 조직공학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나는 이 분야로의 접근을 약물전달, 세
포치료, 체내 반응 유도 기술 등의 요소 기술들이 합쳐져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각 요소기술들을 연
구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약물전달시스템과 하이드로젤
약물이 몸 안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약물이 효능을 발휘할 표적 조직 혹은 세포로 이동을 해야 한다. 약물이
눈이 달려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적 조직/세포가 가진 특성을 이용해서 그 곳으로만 효과적으로 이동시키
기 위한 기능을 가진 약물의 전달체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약물들이 혈관을 통해 순환해
야 하기에 나노크기의 리포좀, 나노입자, 나노복합체 등이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표적부위에의 전달률은 10% 내 정도
에 그쳐있다.
내가 학위과정을 했던 송수창 박사님 연구실은 폴리포스파젠이라는 고분자에 소수성 아미노산 에틸에스터, 친수성

그림 1. 2018년 송수창박사님 연구실 스승의 날 기념 모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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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폴리에틸렌글리콜을 결합시켜 양친성 성질을 만든 후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성 결합의 증가로 인해 네트
워크가 형성되며 3차원 하이드로젤이 형성되는, 온도감응성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을 연구하는 곳이다.
본 물질은 1) 주입형이기에 주사로 손쉽게 체내에 적용할 수 있고, 2) 주입한 곳에 3차원으로 젤이 형성되기에 약물을
그 부위에만 고농도로 전달할 수 있으며, 3) 체내에서 사라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그에 따라 약물의 방출 속도
를 조절할 수 있으며, 4) 체내에서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분해산물까지 체내에 있는 물질
로 분해되기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 물질을 이용해서 항암제, 단백질 등의 전달을 유도해
치료효과를 유도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깊이 파려면 넓게 파자, 나노-하이드로젤-나노 시스템의 개발
좁은 땅을 깊게 파기 위해서는 그 주변까지 넓게 파는 것이 효과적이다. 박사학위라는 것이 특정한 지엽적인 한 분야
의 전문가로 된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그렇게 한 주제를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조금은 넓게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한 분야만 공부하다보면 그만큼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아 넓게는 경제학, 경영학 등의 책을 보
고, 좁게는 매 달 하루 이틀 정도는 과학계 내의 다른 분야의 논문들을 리뷰하며 나의 시각을 넓히는 훈련들을 해왔다.
특히 관심 있던 분야는, ‘나노구조’, ‘유전자 편집’, ‘면역학’ 등으로, 이 연구실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은 분야를 스스로
공부해왔고 이러한 새로운 적용을 통해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이드로젤을 이루는 고분자가 양친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과 고분자의 이온성 결합이 나노입자화를
유도하는 점을 이용해 주입형 온도감응성 하이드로젤의 나노입자 용액에서 하이드로젤로 변하고 다시 하이드로젤로부
터 나노입자가 서서히 방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기작을 밝혀냈다, 그에 치료효과를 도입하기 위해 하이드로젤과
유전자와의 이온성 결합을 통해 유전자를 세포 내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장기간 서방
형 유전자 치료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었다(ACS Nano, 2012). 이를 바탕으로 세포투과용(Biomaterials, 2013), 서
방형 장기 온몸치료용(Biomaterials, 2014), 항암제/유전자 동시 전달용 시스템(ACS Macro letters, 2016) 등을 차례
로 개발할 수 있었다.
세포 성장/분화 유도 재료의 개발
조직을 이루는 기본 구성요소인 세포를 몸 안에서 커다란 조직을 이루게 해서 기능을 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세포를 체내에 적용했을 때,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원하는 부위에는 매우 소수의 세포만 존재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포를 흘러가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과 목표 부위에 세포가 붙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추가적인 물질이 필요하다. 하이
드로젤이 체내에서 비교적 안전하며 3차원 구조를 가지기에 일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지만 하이드로젤을 이루는 네트
워크의 공간 크기가 마이크로 단위로 매우 커서 세포가 효과적으로 붙지 못하고 통과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내에 주입 후에 물리/화학적 이중 결합을 통해 빽빽한 구조를 가져서 세포를 효과적으로 담지할 수 있는 하이드로젤
을 개발하였다. 거기에 추가로 단백질을 전달하는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하이드로젤과 함께 주입한 세포가 잘 생존하
며 넣어준 단백질에 따라 다르게 분화되어 각 조직을 형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다(Biomaterials,
2017).
체내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의 개발
우리 몸 안에도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기작들이 존재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작은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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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합 잘 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단의 단체산행 기념사진

생이 되곤 한다. 하지만 커다란 상처 혹은 신경관련 기관 등 몇몇의 경우에는 재생 기작이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척수
손상의 경우에는 현재 치료법 자체가 전무한 치료가 어려운 분야이다. 저온에서는 액상이지만 체온에서는 젤로 변하는
온도감응성 하이드로젤을 이용하여 불규칙한 구조의 병변부위에 맞춤인 형태의 젤을 형성시키고, 대식세포를 잡아줄
수 있는 이미다졸기를 도입함으로써 손상부위의 대식세포들이 하이드로젤 내에 머물면서 방출하는 다양한 인자들로
인해 주위의 세포들을 자극하여 섬유질을 분비하게 유도하여 낭포성 공동을 메워주도록 유도하는, 체내의 면역기작을
통해 재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제 사람에서 발생하는 신경손상 형태와 매우 유사한 흰 쥐의 좌상손상 모델에
하이드로젤을 주입해본 결과, 하이드로젤을 이식받은 모든 동물에서 손상 이후의 조직 결손이 거의 완벽하게 사라지
고, 조직 결손이 예상되었던 병변의 중앙에 하이드로젤 내에 잡혀있는 대식세포가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 세포외기질
단백질이 침착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이차손상으로부터 축삭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쥐의 행동
이 크게 개선되는 등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Nature Communications, 2017).
앞으로의 연구계획과 방향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 연구의 방향성대로 약물전달시스템, 세포 성장/분화 유도 재료, 체내반응유도 재료
등을 연구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극복해야 할 한계가 많기에, 위 세 가지 연구들을 계속해나가고, 그 외에도 생체접착
시스템, 면역조절 시스템, 체외 유사조직 형성 등을 연구하며 조직재생의 사람에의 적용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
꿀 예정이며, 각 시스템들을 융합시켜 최적의 조직재생물질을 만들어서,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연구실 및 연구소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해온,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함께하고 있는 송수창 박사님의 연구실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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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공학연구소의 생체재료연구단에 속해있고, 주입형 온도감응성 폴리포스파젠 고분자 하이드로젤을 이용해 다양한 의
학적 적용을 연구하는 곳으로 현재 박사후 연구원 2명,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1명, 통합과정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사님의 교육방침대로 각자 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를 위한 지원은 아낌없이 해주시
기에 나도 그런 분위기 덕분에 하고 싶었던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의 연구실을 소개해드리자면, 같은
생체재료연구단에 속해있고, 불과 2개월 전에 새로 오픈을 했다. 그래서 송수창 박사님과 협업도 하면서 이제 본격적
으로 독립적인 연구를 해보려는 단계에 있다.
그 외 하고 싶은 말들
연구를 한다는 것이 비록 조금 불안하고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삶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
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후배 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며 열정을 가지고 임했으
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구에 열정 있는, 저와 비슷한 뜻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
언제든 저의 연구가 관심이 있고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귀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BT News 기고 관리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부족한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
리고, 한국생물공학회 모든 회원님들의 앞으로의 삶에도 연구에도 감사한 일들 가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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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원고 작성을 의뢰받았을 때, 많은 부담이 되었다. 워낙 글쓰기에 재주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기에는 나의 경험이나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직 박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연구
자로서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이 부끄럽고 어색하다. 하지만 혹시라도 학위 과정을 시
작하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나의 연구
생활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윤 혜 련

박사 후 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 전문연구단
yoonhr22@kribb.re.kr

바이오와의 만남
연구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막연히 연구원이 되어야겠
다고 다짐했다. 고등학교 시절 과학 과목 중에서 화학, 생물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자
연스럽게 화학 관련 전공인 고분자 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학부 시절에는 주로 화
학 또는 공학과 관련된 전공 수업을 들었고, 4학년이 되면서 기업체 실습을 통해 산업
현장을 경험하였다. 그 후에 전공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게 되었다. 연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학부 4학년 때는 모든 졸업반 학생들과 마찬
가지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생물 고
분자와 의료용 고분자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생물학 분야에 큰 관심을 가
지게 되었다. 전혀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았던 고분자 공학이 바이오 분야에도 응용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 사실 나는 바이오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
었기 때문에 어려운 전공 책을 찾아 공부하기보다는 시중에 파는 생물학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쉽게 접근했던 것 같다.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생물
학 분야가 나에겐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내가 전공한 공학을 바이오에 적용할 수 있
는 전공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융합 학문인 나노바이오공학과에 석사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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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카이스트 화학과 분석생화학 실험실 정용원 교수님과 실험실 구성원들

진학하게 되었다.
당찬 포부를 가지고 대학원에 입학했지만 사실 나는 그 당시 파이펫도 모르던 완전 초보였다. 그래서 파이펫 사용법
부터 익히면서 바이오 실험에 입문했다.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생에 처음 진행했던 연구는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을 이
용한 microRNA 검출에 관한 연구였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microRNA는 단백질 발현을 제어한다고 알려져 있어
질병과 관련된 중요한 바이오 마커이다. 그런데 크기가 작고 시퀀스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원하는 microRNA만 정
확하게 감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microRNA의 특이적 검출을 위한 분석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막상 직접 연구를 시작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흔히 실험할 때 손이 탄다는
말을 하는데, 내가 실험할 때는 나오지 않던 결과가 선배 언니가 하면 나오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초반에는 실험 기술
부족 탓인지 결과의 재현성이 떨어져 많은 좌절과 절망을 하였다. 힘들었지만 연구를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석사과정이 끝나갈 때쯤
나의 첫 1저자 논문이 게재되었다. 그 성취감이 무엇보다도 컸고 박사과정 진학을 결심하였다.
나는 박사학위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단백질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화학과의 여러 연구실 중에서 분석생화
학 연구실을 선택하였다. 나의 박사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다중결합기반의 생체 프로브 개발 및 생화학적 응용
이다. 나는 단백질이나 DNA를 엔지니어링 하여 생화학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프로브(probe)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특히 단백질 엔지니어링을 통해 새로운 구조와 기능을 갖는 단백질 구조체를 개발하여 바이오센서 및 약물전
달시스템에 응용하였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아비딘 단백질을 엔지니어링하여 단백질 중합체(polymer)를 이룰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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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기능을 여러 분석방법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단백질 나노케이지를 엔지니어링하여 효과적
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실험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연구 방향을 설
계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비록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긴 했지만, 다행히 작
년에 두 가지 프로젝트 모두 좋은 결과를 얻어 제1 저자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다. 대학원 생활을 돌이켜 보면, 많은
좋은 인연들 덕분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정말 아
무것도 몰랐던 나를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석생화학연구실 선배님들 덕분에 많이 의지가 되었고, 즐겁게 실험
실 생활을 할 수 있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잘 따라준 후배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덕분에 힘든 대학원
생활 속에서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새로운 시작
현재 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 전문연구단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합성 생물학의 정의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거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 시스템을 재설계, 제작
하는 분야를 말한다. 주로 새로운 바이오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한 유전자 합성과 생물학적 물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연구를 말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나 긴장되듯이 처음 연구단에 합류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그림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 전문연구단 이승구 박사님과 실험실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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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 분야와 많이 달라서 아직까지 많은 내용이 생소하고 어렵지만, 여기 계시는 많은 박
사님, 연구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적응해 가고 있다. 이렇게 좋은 연구 환경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배워서 다양한 분야를 섭렵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

글을 마치며
아직도 박사라는 호칭이 어색하고 낯설다. 박사과정을 거쳐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하다 느낀다. 하지만 어렸을 적 막연히 꿈꾸었던 연구자가 되어 일을 하고 있는 지금, 뿌듯하고 신기하다. 긴
학위과정을 마치기까지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분야로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성장하며 꾸준
히 나아갈 수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 이 글을 쓰면서 지금까지의 연구 생활을 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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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국생물공학회 젊은 BT인에 원고 작성 권유를 받고 부담과 동시에 정말 오랫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박사 졸업 후 연수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며 많이 배우고 있지만, 앞으로 어
떤 연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의 스스로에게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는 소홀해 왔던 것 같다. 글을 시작하면서, 이번 기회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
로의 연구 방향과 연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 진 영

연수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전문연구단
jylee84@kribb.re.kr

한 명의 과학자로 성장하기까지
어린 시절 만들었던 자기소개 엽서의 장래 희망을 적는 란에 과학자라고 적었던 것
을 기억한다.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그 당시 재미있게 본 TV 프로그램(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자연관련 다큐멘터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손범수 아나
운서가 중요한 부분에서 갑자기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냈을 때 뒷부분을 상상하고 맞
추는 것이 정말 즐거웠고, 단순한 퀴즈프로그램이 아닌 생명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을 잘하게 되는 건 당
연한 일인 것 같다. 중고등학교 과정 동안 과학, 특히 생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
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과목이 되었고, 그 관심이 결과적으로 이후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전남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진학하였고, 그동안 해보지 못
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냈다. 특히 학과 내 표본 연구회 활동
과, 조류학(Algae) 실험실에 소속되어 교수님, 선후배와 함께 생활하고 보낸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이 되었고, 대학생활을 풍요롭게 만
들어주었다. 사실 이 시기의 많은 친구들은 생물 관련 진로에 한계를 느끼고, 다른 진
로를 고민하고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 또한 그 시절에 고민은 많았지만 다른
진로로 방향을 바꾸기 보다는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
BT News 2019

107

BT News

BT스토리

그림 1. 전남대 분자미생물학실험실 김근중 교수님과 학위과정을 함께한 실험실 식구들

었던 듯하다.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전공을 살려 취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몇 관련 회사에 원서접수를 하였다. 연구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생물 관련 RND 분야로 지원했지만, 회사에서 찾는 인재상은 생각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스스로
도 관련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입사 지원했던 한 회사의 경우, PPT 면접이 끝나고 한참을 질
의응답 후에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물었다. 그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만화 슬램덩크 정대만의
명대사처럼 ‘연구가(농구가) 하고 싶습니다!’ 였지만, 면접관들에게 그 만큼의 절실함을 어필하지는 못했던 듯하다. 그
렇게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감사하게도 평소 존경하던 학과 교수님으로부터 실험실 인턴생활을 하면서 관련 분야
의 경험도 쌓고 앞으로의 진로도 결정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아 실험실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대
학원까지 진학하게 되었다. 학위과정을 마친 전남대 분자미생물학 실험실은 미생물에 대한 생리학적 이해와 공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자생물공학적 기술 원리와 방법을 이용하여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대한 유전자원의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 처음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실험실의 학생 수만큼 각각 다른 연
구과제가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처음 랩미팅에 참여했을 때의 충격도 기억한다. 교수님과 발표하는 학생들
이 서로 외계어(실제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게 보고 있었던 기
억이 있다. 학부 과정 동안 배웠던 내용들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기본을 다지는 수준에 불과했고, 계속해서 연구 활
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해야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학위과정은 여러 실패 또는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 배움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다. 가장 기초적인 분자생물학적 기
법인 PCR 하나만 하더라도 특정 DNA를 증폭하는 목적 또는 연구 목표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반응 조
성물의 조건이나 실험자의 습관과 같은 작은 차이가 DNA 증폭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경험해본 사람은 누
구나 알 것이다. 나 역시도 이런 간단한 실험에서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이후의 실험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경험이 되었으며, 또한 어떤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거나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면 좋은 결과 또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 처음 수행했던 연구과제가 이런 케이스였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인디칸이라
는 배당체를 이용해서 특정 생리활성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한 효소 반응을 통해 합성하는데, 두 가지 효소 반응을 통한
전환 경로를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한 결과, 두 효소를 이용한 반응은 과량의 부산물과 함께 목적 산물이 생성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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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를 넣지 않은 대조군에서 엉뚱하게도 소량이지만 부산물이 거의 없는 형태의 목적 산물이 생성되었다. 대조군에서
목적하는 물질이 나오자 처음에는 실험을 잘못 수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단순 반복 실험을 하다가 계속해서 유의한 결
과를 얻게 되자 분석을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야생형 대장균으로부터 생리활성물질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흥미로
운 연구결과를 보고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효소가 갖는 특성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편견
에 빠지기가 쉬운데, 편견 없이 결과를 해석하고 공부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주된 관심 연구 분야는 당시 화두가 되었던 합성생물학 분야로, 크레이그
벤터가 합성한 유전체를 이식하여 스스로 생장 가능한 최초의 미생물을 만들었다는 소식에 합성생물학이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로 부상하던 시기였다. 특히 유전자회로에 대한 연구 동향이 ‘Science (2011)’에 특집으로 실렸고, 유전자원의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목적하는 기능을 갖고 동시에 제어가 가능한 새로운 미생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
로, 랩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갖는 유전자회로를 개발하고 이를 평가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전까
지의 유전자 회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회로를 설계하고 예상되는 출력(pattern)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주
를 이루었지만, 실험실에서는 실 응용을 고려하여 유전자회로를 설계 및 개발하고, 이들 회로의 기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유전자 발현 회로를 개발하였고, 이를 접목하여 암 치료목적의 인공 세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짧은 학위과정이라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연구를 수행하진 못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된 연구 분야가 되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재미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학위과정동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힘들었지만 배움에 즐거움이 있었고, 그 결과, 학위
과정동안 다양한 연구 활동(보고서, 연구동향 작성, 학회 발표, 워크숍 등)을 경험하였으며, 논문, 특허와 같은 좋은 결
과도 얻을 수 있었다.

성장은 여전히 진행 중
학위과정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현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수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기관이지만 학교와 같은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다양한 전공을 갖고 계시는 박사님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
던 분야의 연구 경험과 결과를 해석하는 시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실험실 시스템과 여
러 가지 장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나는 효소 공학, 미생물
발효, 합성생물학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여전히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다.
서두에 던졌던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열심히 사는
것’,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 단순 명료한 답이지만 막상 그렇게 꾸준히 살기는 쉽지 않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가도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이글을 쓰기 전까지 나 또한 그런 마음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다. 학위과정을 막 시작
했을 때, 결혼을 하고 독립했을 때, 졸업하고 새로운 곳에서 연구를 시작했을 때, 누구나 스스로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
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들을 잊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연구 인생의 길이 보이고, 삶의 방
향 또한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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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전문연구단 박사님들과 실험실 식구들

글을 마치며
박사라는 타이틀을 받고, 또 한 명의 과학자로 연구의 길을 걷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연(또는 필연)과 선택이 있었
고, 그 결과가 지금의 나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모든 과정
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고민하고 도와준 좋은 선후배님들과 지도 교수님 그리고 동료들 덕분이라고 생각한
다. 또한 항상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가족과 친구들, 힘들 때마다 함께 고민하고 늘 곁에서 응원해준 와이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돌이켜보면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시기에 알맞은 선택지가 있었고, 또 주변에 좋
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기에,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인연으로 함께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나로서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주신 독자 분들과, 젊은 BT인에 기고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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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0, 30대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워라밸’이라고 한다. 워라밸
은 일(work, 워크)과 생활(life, 라이프)의 균형(balance, 밸런스)을 의미하기 위해 각
영단어의 한국식 발음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약간은 정체불명의(?) 신조어이다. 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 대부분을 쏟아 부었던 예전 세대들과 달리 지금의 세대는 일을 통
해 얻을 성공의 가능성과 경제적 보상보다 이것들을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일 외에 지
금의 내가 흥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에 투자하고자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데 이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워라밸’이다.
이것은 아마도 이 글을 읽을 많은 연구실의 대학원생들, 그리고 젊은 연구자들에게
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필자가 대학원 생활을 했던 10~15년 전에는 지하철이 끊길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향하고 1주일에 2~3일은 실험실에서 밤새도록 일을 했으며 주
말에 실험실로 출근하는 것은 일상다반사였다. 필자의 지도 교수님께서는 이런 것들

박 주 현

교수

강원대학교 생물의소재공학과
juhyunpark@kangwon.ac.kr
그림 1. 최근의 워라밸 열풍을 보여주는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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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제하시지 않으셨고 당시 환경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실험실 생활을 보장해 주신 분이셨지만
필자는 이런 타이트한(?) 삶을 대학원생의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생활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필자의
경우만이 아니라 당시 대학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생활하는 연구원들이 많겠지만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을 갖고 주말에는 실험실보다는 본인의 취미 생활
을 위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연구원의 비율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높아진 것 같다. 주변의 동료 교
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최근 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우려를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생물공
학 연구라는 것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늘 실험 생각을 하고 실험실에 붙어 있어도 모자란데
워라밸을 따지며 일을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걱정들이시다. 필자는 스스로 젊은 연구인이라고 생각하
는 만큼 학생들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자부해 왔지만, 이 대목에서는 상당 부분 동료 교수님
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언제, 어떻게 좋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쓸 수 있을지 말입니다.’ 필자도 밤
낮없이 실험실에만 붙어 대학원 생활을 보낸지라 영락없이 ‘꼰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흠칫 놀라기도 했지만
적어도 대학원생의 생활이라는 점에서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왔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문득 스스로가 대학원생 시절에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실험실에서 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물론 내가 하는 연구에 흥미가 있고 이러한 과정을 즐긴 것이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던 실험을 하던 중 어떤 논문에서 힌트를 얻고 이를 적용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릴 때의 두근거림, 마
침내 원하던 결과를 얻었을 때의 짜릿함, 이러한 것들이 연구라는 것을 즐겁게 만들고 계속 열정을 쏟게 하는 원동력이
었다. 하지만, 연구라는 것이 잘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훨씬 많다 보니 이런 두근거림과 짜릿함만으로는 그 열정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 외에 그 열정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사람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필자에게는 이러한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주어질 보상이 또 다른 이유였던 것 같다. ‘박
사과정 중 실적을 잘 쌓아 좋은 곳에서 포닥을 마치면 원하던 대로 교수나 정출연 연구원이 되어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
거나 아니면 기업에 들어가 첨단의약품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필자가 대학원생일 때 막연히
생각했던 미래였고 그 당시 졸업한 선배들이 선택하는 진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만큼 다분히 현실적인 목표였다. 인
내 끝에 주어질 노력의 보상을 확신했기에 삶의 다른 부분들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서라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연구원들의 노동 시장 환경은 점점 엄혹해져 갔다. 사회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구직과
사회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것이 연구원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석·박사인데’, ‘외국
에서 포닥까지 했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금 있다면 구직 활동을 할 때 짐짓 놀라게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근래 국내 대학들의 연구 수준이 이전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수도 증가
하였다. 예전이라면 아주 우수하여 대학 및 정출연에 가기에 충분한 수준의 연구 업적이었겠지만 지금은 평균 정도가
되어버릴 정도로 연구원 개개인의 능력과 실적도 이에 따라 엄청나게 향상되었다. 기업의 연구 수준도 향상되어 특색
없는 연구 경력으로는 면접을 보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아마도 전문 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 증가에 비해 이
들을 수용할 만큼의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으니 경쟁만 엄청나게 치열해진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경쟁력 있는 연
구 실적을 갖춘다는 것이 나날이 어려워지니 공들여 노력했는데도 나보다 뛰어난 괴수(?)들이 늘 있고, 그로 인해 기회
가 나에게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연구하는 데 ‘갈아 넣는’다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필자가 최근 한 학생과 면담을 하던 중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너는 왜 네가 가진
100%를 공부와 연구에 투자하지 않니?”라는 필자의 질문에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100%를 쏟아 붓는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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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 직업을 탁! 갖기 힘든 지금의 환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2~30% 정도는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낫
지 않을까요? 100%를 투자했는데도 실패하면 다른 도전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겠지만 나에게 투자된 2~30%가 남아
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힘을 내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가 워커홀릭(workaholic)이라 할 만큼 중노동을 하며 살아왔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
들을 부양하기 위해서였겠지만 이러한 노력을 언젠가는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또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여기서 조금만 고생하면 좀 더 큰 집으로 옮길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노력에 대한 보상이 보장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것
이 아깝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워커홀릭한 삶에 따른 부작용들도 우리는 많이 목격해왔다. 건강 검진할 시간
도 없이 일하다 한창나이에 큰 병을 얻은 사람, 가족들과의 대화와 추억이 없어 퇴직 후 가정에서 겉도는 부모님들, 평
생을 바쳐 일한 직장을 대책 없이 떠밀리듯 나오게 된 가장들. 이렇게 보면 세계 경제 흐름과 함께 국가 경제가 성숙 단
계로 접어들며 저성장이 일상화되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장담이 없는 요즘 사람들이 이러한 부작용들을 경험
하며 이제는 ‘워라밸’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이공계 연구 인력들이 워낙에 자기 시간과
열정 대부분을 들여 연구에 몰두해왔고 그것이 당연시 되어왔던 만큼 최근의 ‘워라밸’은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이미 자
리를 잡은 연구원들에게도 어쩌면 당연한, 그리고 필요한 키워드이지는 않을까.

그림 2. 필자의 가족사진.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야 할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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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연구실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지만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
를 늘 고민하고 있다. 예전 나의 경험대로 늘 밤늦게까지, 주말에도 출근하면서 온 정성을 연구에 투자하라고 하면 우
리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 친구들에게 효과적일까? 늘 많은 고민을 한다. 요즘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충분한 휴식 시간이 연구의 효율을 향상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불필요하게 실험실에 오래 남아 있
지 않도록 하고 일종의 연차휴가를 통해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을 장려하려 하고 있다. 또, 학생들과의 미팅에서도
실험 결과에 기한을 두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차근차근 공부하고 고민해보면서 실험을 진행하며 생긴 문제점들을 해결
하도록 해 그 과정에서 연구에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물론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늘 반성하고 있다. 이 글을 필자 연구실의 학생들이 볼 수 있으니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싶다.). 필자 역시 스스로
워커홀릭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고자 노력 중이다. 맹목적으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고 높은 인용 지수를 가진
저널에 논문 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의미가 있으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무엇보다 나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
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려고 한다. 높은 수준의 실적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실패가 되겠지
만 의미 있는 연구를 목표로 하고 내가 수행 중인 연구에서 그 의미를 발견한다면 늘 성공하는 연구자일 것이기 때문이
다. 물론, 아직 초보 교수인 관계로 당분간은 많은 연구 실적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말이
다. 또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운동과 같은 취미 생활에도 시간을 투자하려 노력 중이다. 일이 내 인생의 전부
가 아닌 만큼 삶의 다른, 어쩌면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가족, 건강에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일 외의 다른 삶의 요소들이 그 ‘일’에서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때 힘을 주어 이를 극복할 에너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오랜 기간 많은 경험을 하신 선배 교수님들에 비하면 아직 너무 모르는 것이 많은 초보 교수라 조심스럽지만, 학교에
부임해서 학생들을 만나며 든 생각들을 적어보았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이러한 ‘워라밸’ 중시 풍토가 이해가 되지 않았
지만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을 함께 생각해 보니 납득이 가는 부분들도 많았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표어
보다는 적절한 휴식과 ‘나’를 위한 투자가 도전을 위한 열정의 밑거름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연구자에게는 과학적 호기심과 의미 부여가 연구에 대한 가장 큰 동기가 아닐까 한다.
진정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초과 근무’라기보다는 ‘놀이’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앞으
로 연구에 대한 흥미라는 초심을 늘 잊지 않기를 다짐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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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인연이
만들어주는 현재...

2019년 황금돼지해가 시작되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를
나눈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어느덧 3월이 되어 봄을 맞이하고 있다. 눈 깜짝 할 사
이에 지나가버린 겨울 방학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개강을 하고 교내에 학생들이 활
기차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니 겨우내 움츠려 들었던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기
분이 든다.
현재 필자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문화예술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
부에 2017년부터 재직 중이다. 문화예술공과대학이라는 명칭이 어색하실 분들도 있
겠지만 저 명칭이 탄생하기까지 강원대학교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이해주시길 바라
며... 학교에 온지 벌써 3년째에 접어들고 있고, 많은 일들에 적응 중이다. 독립된 연
구자가 되어 3년째가 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한 점만 더 느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
도해주신 지도교수님과 많은 선·후배 연구자 분들이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다. 대학
원생들과 실험실에서 연구도 하면서 강의도 하고 학교일도 하지만, 가장 보람된 일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닌가 한다. 짧게는 1년밖에 못 본 학생들도 있고,
필자와 함께 입학동기(?)인 17학번 학생들은 3년째 함께 하고 있어 많은 정이 쌓여가
고 있다. 이 친구들이 졸업할 때가 되면 더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바쁜 3월이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BT스토리’섹션에 원고를 쓰게 되면서 무슨 말을
쓸지 긴장도 되지만 오랜만에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고 편안하게 이야기
를 해보고 싶어졌다.

Jean Paul Sartre - “Life is C between B and D.”
임 광 석

교수

강원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생물공학전공
kslim@kangwon.ac.kr

살면서 많은 명언들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명언은 Jean Paul
Sartre(장 폴 사르트르)의 “Life is C between B and D.”이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 라는 말로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 반복되고 그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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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로 영향을 주어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 당장 오늘 하루 안에서 우리는 눈을 뜬 이후로 많은 선택과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된다.

- 지금 일어날까? 5분만 더 자면... 안될까?
-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 오늘 점심 메뉴는?
이처럼 하루의 작지만 반복되는 선택들과 함께 여러 선택들을 계속하게 된다. 작다고 생각되는 하루하루의 선택들이
1달의 결과를 그리고 1년의 결과를 만들어 간다. 선택할 때는 작은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막상 돌이켜 보면 크나큰 인
생의 갈림길의 선택이었던 순간도 있다. 그 때 다른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한 순간이 분명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전 예능프로그램 중에 ‘일요일 일요일밤에’ 속 하나의 코너 ‘이휘재의 인생극장’이 생각난다.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고 각각의 선택에 따른 인생을 코믹하게 보여주던 코너였는데 어렸을 때 재미있게
봤던 생각이 난다. 지금 다시 그 코너를 생각해보면 현실에선 불가능하기에 상상을 해보면서 더 마음에 와 닿을 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역사책을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이런 선택들이 영향을 주는 사례는 역시 역사 속에서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다. 역사 속 인물이 결정한 선택이 작게는 그 위인의 운명에 영향을 주고 크게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런 결과를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기억에 남는 역사 속 이야기를 돌이켜 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
간이 되길 바란다.

초한지(楚漢志)와 삼국지(三國志)
많은 역사책 중에서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많은 계략과 암투를 알 수 있는 초한지와
삼국지를 빼고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삼국지2’라는 게임으로 처음 접한 삼국지
는 중학교 시절 책으로 읽게 되었고 지금까지 몇 번을 읽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
는 상대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람 사는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름만 들어도 두근거리는 유비, 조조, 관우, 장비, 제갈공명 등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지금도 가슴이 뛴다. 이후 자연스럽
게 초한지를 읽게 되면서 수없이 많은 역사 속 영웅들의 일대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초나라와
한나라, 위촉오 삼국의 흥망성쇠에 관심을 갖고 읽게 되었지만 몇 번을 읽다보니 오히려 개개인들의 삶에 더 빠져들게
되었다. 각 국의 역사적인 시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약자에게 끌리는지라 초나라와 촉나라의 인물들에
더 마음이 간다. 그 중에서도 소하와 한신, 조조와 제갈공명에 대해 말하고 싶다.

역사 속 선택의 순간 – 초한지의 소하와 한신
소하(蕭何) ( ? ~ BC. 193) - 한나라 개국공신, 재상(蕭相國), 한초삼걸(漢初三傑)
한신(韓信) ( ? ~ BC. 196) - 한나라 개국공신, 대장군, 한초삼걸(漢初三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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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건국에 큰 공을 세운 한초삼걸(소하, 장량,
한신) 중 2명인 소하와 한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신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과하지욕(誇下之辱), 일반
천금(一飯千金), 배수지진(背水之陣), 토사구팽(兎死狗
烹) 등 많은 고사성어(故事成語)와 연관되어 있으며 대
단한 일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한신은 원래 초나라
항우 진영에 있었으나 항우를 떠난 뒤, 소하의 추천으
로 한나라 대장군에 올라 전쟁터에서 많은 전공을 세운
장수이다. 한나라 건국 이후 소하의 계략에 빠져 죽임
을 당하는 것으로 일생을 마감하는데, 한신은 이때 자
신의 책사였던 괴통이 유방을 떠나 나라를 건국하라는
조언을 듣지 않았음을 후회하게 된다. 또한 한나라에서
한신의 성공과 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소하는 후방에
서 병참을 보급하여 유방(한고조)의 성공에 크게 기여
한 인물로 한신을 천거했다. 항상 조심하는 성격으로
자유분방하고 의심이 많은 유방의 휘하에서 개국공신
으로 끝까지 남은 공신이다. 그런 소하도 백성의 신망
을 받게 되어 유방의 의심을 받자 백성을 착취하는 모
습을 보여 살아남는다. 후일 한신을 제거하게 되고 성
소하패소하(成蕭何敗蕭何)라는 고상성어로 남게 된다.
초한지의 많은 영웅호걸들을 보면 선택의 순간에 내린
결정이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한중의 석문광장에 조성되어 있는 유방, 한신, 소하의 상
(출처 – 네이버)

역사 속 선택의 순간 – 삼국지의 조조와 제갈공명
조조(曹操) (155년 – 220년) - 위 무제(魏武帝), 조맹덕(曹孟德)
제갈량(諸葛亮) (181 – 234년) - 촉나라 승상(丞相), 제갈공명(諸葛孔明)
삼국지(三國志)... 정사삼국지, 삼국지연의 등 많은 말들이 있지만 삼국지만큼 역사를 흥미롭게 보여주는 책은 없을
것이다. 초한지에 이어서 삼국지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조조와 제갈공명의 선택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 제갈공명
은 삼국지는 읽지 않았어도 누구나 알만큼 잘 알려진 인물로 어떻게 보면 삼국지의 7할을 이끌어 가는 인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와룡(臥龍), 삼고초려(三顧草廬), 적벽대전(赤壁大戰), 읍참마속(泣斬馬謖), 칠종칠금(七縱七擒) 등 많은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제갈공명은 관우와 장비라는 훌륭한 장수 이외에는 세력이 없던 유비의 삼고초려로 함께 시작
하여 촉나라를 세워 천하삼분지계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책략과 이야기는 제갈공명이란 인물에 푹 빠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끔은 ‘제갈공명이 삼고초려로 유비와 함께 하지 않고 조조와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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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 성도 무후사내 정원, 삼국지 지도와 제갈공명

든다. 당시 조조는 다른 장수들에 비해 세력이나 인적자원에서 가장 앞서 나갔기에 함께 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
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조조는 서주침공으로 제갈공명이 추구하는 이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조
조가 서주침공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역사로 기록되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많은 이유, 상황 등이 존재하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선택을 한 제갈공명이 대단하기는 하다.
삼국지의 인물들은 장자방, 관중, 한신 등 초한지의 인물들에 빗대어 자신들을 소개도 하고 비유되며 명망을 얻어갔
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사람이 사는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다. 그럼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오늘을 사는 나는...
반복되는 나의 하루하루에서 많은 선택을 해왔는데 돌이켜 보면 그 중에는 몇 가지 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어
찌 보면 모두가 겪는 순간이기도 하며,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고민 속에서 모두가 선택을 해
야만 한다. 본격적인 선택의 순간이 오는 시기는 보통 대학입학(전공선택), 취업, 진학, 결혼, 석사, 박사, 박사후연구
원 등일 것 같다. 필자는 대학원서 접수 시 생화학과 법대를 고민하다 생화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취업이냐 진학이냐의
갈림길에서는 선배의 추천으로 석사학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박사를 마치고 박사후연구원도 선배의 추천으로 훌륭한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를 할 수 있었다. 강원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도 미국에서 연구를 더 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선택
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좋은 곳에 와서 연구와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각각의 선택의 시간에서 내가 결정한 것도 있고, 그 결정에 도움을 준 선배님도 있으며 그 자리까지 성장하는 데 많
은 지도를 해주신 교수님들이 계신다. 선택을 하고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지만 돌이켜 보면 떨리는 순간과 아쉬움이
남는 순간도 있었다. 그럼에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선택의 시기에 함께 있던 교수님과 선배와의 인연 때문
이며, 그 인연이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 싶다. 지도 교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이다.”였다. 선택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선택된 일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맺는 인연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어려서 크게 느끼지 못 했던 그 말씀이 조금씩 사람을 만나고 배워가면서 이제야 매
우 소중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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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인연이 만들어주는 현재...

고민 속에서...
끝없는 경쟁과 바쁜 사회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 같다. 인생을 살면서 어느 시기에서든 고민이 없을 순 없다.
진로, 취업, 결혼, 출산, 승진 등 모든 것이 고민이 되는 시기이지만 그 고민과 제한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
다. 다만 선택을 함에 있어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야 선택을 하고 후에 결과를 받아
들일 때 후회와 아쉬움이 적을 것 같다. 또한 열심히 생활을 하다보면 곁에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의 성실함과 노력은 분명 누군가와의 인연으로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짧은 글 솜씨로 오랜만에 이렇게 글을 쓰려니 어렵기도 했고 읽어주신 분들을 생각하니 조금은 부끄러워진다. 주말
저녁...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이 되지만 오랜만에 초한지와 삼국지를 생각하다보니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독
서에 소홀해진 요즘... 내일은 삼국지를 읽기로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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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TAS 2018 을 다녀와서...

2018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MicroTAS 2018 (The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niaturized Systems for Chemistry and Life Sciences)이 대만
Kaohsiung 에서 개최되었다. MicroTAS는 초미세 의료 진단칩 등 정밀 의료 및 바이
오와 화학 관련 학자, 연구원,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학술대회이다.
199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으
며, 현재 해당 학회는
미세유체 관련 학술

김 동 영

박사과정

충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과
dongyeong4402@gmail.com

대회에서 가장 큰 학
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 학회는 국내 연구
관계자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국내의 제
주와 경주에서 각각
2009년 그리고 2015
년도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가 특
히 손꼽아 기다려졌
던 이유는 연구를 처
음 시작했던 2015년
경주에 참석하여 깊
고 방대한 지식을 익
히기에

바빴던

microTAS 와 달리
그 동안 연구하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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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aoshiung exhibition center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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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첫째 날 진행된 Welcome reception

장시킨 학술 지식을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으로서 참석하는 학회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학술대회를 참
여했지만, 본 학회는 연구하며 논문이나 책에서 참고했던 해외의 저명한 연구자들 및 교수님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대가 컸다.
학회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동선을 계획해야 한다는 지도 교수님과 실험실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대
만으로 출국하기 전날 밤 미리 공개된 초록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간단하게 훑는 과정을 거쳤다. 다양한 연구자들
과 직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한 밤을 지새우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나의 연구를 확실하게 전
달하기 위한 사전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새 몸은 대만 카오슝에 도착해 있었다. 이른 아침 도착한 카오슝은 지저귀는
새들의 울음소리와 화창한 햇빛을 통해 나를 맞이해 주었다. 카오슝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지하철을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도심에 도착하기 전, 공항 내의 안내 멘트를 통해 들었던 대만의 제2의 도시라는 위용에 걸맞게 카오슝 도
심은 매우 높이 솟은 빌딩과 세련된 건물들로 가득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간단한 점심을 먹은 뒤 학회장을 향해 출발
하였다.
학회가 열리는 Kaoshiung exhibition center는 숙소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로 드넓은 바다와 부두가 보이는 매력
적인 건물이었다. 학회 등록만 가능한 첫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학회장 내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벌써 도착하여 사
전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학회 등록을 마치고 받은 프로그램 표는 학회의 규모와 걸맞게 약 300 페이지에 육박하며
그 안에는 매우 빼곡하게 1000편 이상의 발표 목록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동시간에 발표되는 구두 발표가 존재하기 때
문에 지도 교수님과 실험실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서 듣고 싶은 구두 발표 순으로 체크를 진행한 뒤 가장 효율적인 동선
을 짜는 데에 몰두하였다. 수록된 모든 발표가 빠짐없이 듣고 싶은 발표였기에, 필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후 이어지는 welcome reception dinner buffet에서는 대만의 전통 공연과 함께 학회
의 참여자들과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처음 겪어 보는 풍경에 어색함은 얼마 가지 않았고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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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중국과 일본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멀리서는 유럽
그리고 북미에서 온 학생들과 다양한 주제로 소통을 할
수 있었다. 학회 일정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같은 분
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문화 교
류로 시작하여 연구분야에 대해 이야기 주제가 옮겨가
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Welcome
reception 이 짧게 진행된 것은 아직 학회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알림과 같았다. 첫
째 날을 알차게 보낸 뒤 돌아온 숙소에서 더 많은 이야
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달래며 이른 아침을 대비해
잠에 들었다.
학회 둘째 날 이른 아침, 숙소 앞 인도와 멀리 보이는
횡단보도에는 MicroTAS 명찰을 단 다양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출근하는 현지인들 사이에
섞여있는 학회 참석인원들은 단연 눈에 띄었다. 나를
포함한 학회장 내의 모든 사람들은 학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Plenary presentation에 참석하기 위해 동일
한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

그림 3. MicroTAS 2018 poster presentation

고,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션 장에 빈자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후 약 50분간 진행될 첫 번째 발표를
책임질 Chih-Ming Ho 교수님께서 단상위로 올라오
셨다. 발표 주제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AI) 기술을 이용한 치료법이었
다. 최근 암 환자가 화학 요법으로 치료받는 경우 매우
낮은 반응률을 갖는 이유가 유전학과 인간의 다양성 및
환자의 특정 생리적 반응을 수용하기에 최적화된 요법
으로 치료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발표가 시작되었다.
특정 약물이 환자에 투여될 때, 환자에 따라 나타나는
‘trough level(concentration)’을 측정함으로써 다음에
투여되는 최적의 약물 농도를 AI 기술을 통해 예측하
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는 결과적으
로 진보된 약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
니라, 약물 응답률을 높이는 데 많이 기여할 것이라 생
각되었다. 긴 시간 발표를 진행하신 뒤, “Life is very
simple. Do not make it too complex”라는
‘miniaturization’의 학회 취지에 맞는 말씀을 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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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포스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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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학회의 시작을 알렸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계
획해 두었던 동선을 따라 세션 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
니며 다양한 발표들을 듣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학회장에 사람이 많고 더욱 자세히 듣기 위해서는 앞자
리에서 듣는 것이 발표자와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쫓아 다녔
다. 해외 학회의 참석은 실제로 연구실 내에서 국한된
인원만이 참석할 수 있는 희소한 경험이다. 이러한 이
유로 나를 제외한 다른 실험실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참고할만한 발표도 참석해야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
기에 더욱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간단한 점심시간
이후에 흩어져있는 학회 참석자들이 한곳으로 모이는
poster presentation이 시작하였다. 구두 발표에 비해
서 대체로 자유롭게 진행되는 포스터 발표는 연구 실무
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갖
고 있는 시간이다. 포스터 시간은 학회 참석하기 전에
그림 5. 카오슝 야시장

미리 봐두었던 초록들을 찾아 차례를 기다리고, 기다리
는 도중 포스터를 간단하게 읽고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실제 설명을 듣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구두
발표도 학회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지만 마음이 맞는
다면 30분 이상을 서있는 상태로 대화 할 수 있는 포스
터 발표 시간을 학회에서 가장 좋아한다. 같은 어려움
을 겪고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같이 낮은 자세로 대화
하면서 오랫동안 마음을 나누던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기분을 들게 하였다. 먼 훗날, 포스터 발표장에서
만난 학생들이 나와 같이 연구하고 서로 경쟁하며 발전
해 나가는 것을 상상하며 둘째 날을 마무리하였다.
셋째 날과 넷째 날 학회는 둘째 날과 크게 다르지 않
은 학회 일정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훌륭한 발표들
을 듣고 다양한 학생들과 연구 교류하며 시간을 보냈
다. 하지만, 반복되는 학회 일정에 점점 지쳐있을 때,
학회 알림판에 한국 학생들끼리 저녁식사의 초대장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외국 학생들과 대화
는 많이 했지만 학회에 참석한 이후로 정작 가장 가까
이에 있는 한국 학생들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기에

그림 6. 카오슝 도서관 전경

반가운 마음으로 연락처를 남겼다. 분주하게 학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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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무리한 뒤 참석한 저녁식사는 매우 흥미로운 자리였다. 모든 한국 학생들이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시작하니 밤이
되어서도 이야기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사소한 대만 음식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진중한 연구 이야기를 거쳐 다양한 주
제의 이야기들로 퍼져 나갔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주고받던 사이 자정이 지나고 학회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마지막 날 세션은 오전 세션만 진행되어 오후에 대만의 다양한 곳들을 둘러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대만의 한적한
골목 거리에서 가정식을 파는 가게, 카오슝 도시의 명물이라는 카오슝 도서관, 검은 모래로 유명한 치진 섬 그리고 먹
거리가 풍부한 야시장까지 학회를 참석하느라 둘러보지 못한 대만의 다양한 풍경들을 빠른 시간 내에 담아 두었다.
약 5 일간의 MicroTAS 2018 학회를 마치며, 저명한 교수님들이 발표한 내용들과 메모해 두었던 다양한 포스터 발표
자들과의 열띤 토론 내용을 곱씹으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아가는 연구자들을 보며 더욱 동
기부여가 되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런 소중한 경험은 나도 나의 자리에서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통해
언젠가는 훌륭한 연구자들과 같이 큰 학회에 초청되어 발표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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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HE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Chemical Engineering)이 지난 2018
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Thailand, Chiang Mai, Green Nimman CMU
residence에서 개최되었다. ISCHE 2018는 화학공학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학회로서 매년 1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31번째로 개최된 전통이 있는 학회다. 무
엇보다 세계 각국의 학생들의 연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회로서 31년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자분들의 헌신이 깃들어진 학회이다.
이번 학술 대회는 나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연구자 분들

정 성 근

박사과정

충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과
nyonnya@gmail.com

과 교수님들 앞에서 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코멘트를 받는 것은 설레는 일
이고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번 학회에서는 연회 연사를 하게 되
었기에 이것이 내게 부담이었다. 이번 학회 연회 연사에서 나는 한국 학생 대표로 서

그림 1. 태국 전통 마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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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한국 학생 대표라는 자리 자체가 주는 책임감도 컸지만, 무엇보다 이 일에 있어서 잘하리라 이번에도 부족
한 나를 믿어주신 이창수 지도교수님과 본 학회에 약 30년 동안 헌신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신 강용 교수님, 두
분의 교수님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설렘과 부담을 안고 Thailand로 출발하였다. 늦은 밤 도착한 국제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면서 바라본 치앙마이의
거리는 종교 냄새가 물씬 풍겼다. 거리 곳곳에 있는 건축물들은 현대 건축물들과 비슷하면서도 종교 색체가 조금씩 들
어가 있기에 달랐다. 그 작은 차이가 내게는 큰 이색적인 볼거리였다. 버스에서 내려 호텔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온 거
리의 습한 기운을 씻어내고 태국의 첫 밤을 보냈다.
첫날 학회장 내에서 학회를 위해 도우미로 수고하는 태국 학생들과 만날 수 있었다. 겉모습은 어색한 표정이 역력해
보였으나 정겨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발표할 연구 발표장을 둘러보던 중 한 외국인 여학생이 자신의 발
표 관련하여 내게 물어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질문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학
회 도우미들에게 물어봐야할 질문들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내가 태국 학생인 줄 알았다고 한다. 다행히도 그녀의 발
표 관련 문제들은 잘 해결되었고 우리는 서로 웃으며 헤어졌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무심결에 거울을 보니
정말 태국 학생과 닮은 정겨운 얼굴을 가진 학생이 서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일을 내 연사를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웃음을 주고자 공유하기로 하였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웃으시면서 연사를 들으셨다.
나는 점심을 먹으며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친분을 쌓았고 연구 발표는 무사히 마치고 여러 교수님들과 연구자분들에
게 질문을 받았다. 질문에 대하여 최대한 소상히 말씀을 드렸다. 저녁이 되었고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세련된 곳은 아
니었으나 학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원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기에 꽤 넓었다. 연사
를 맡은 나와 일본인 학생과 함께 대기하였다. 태국 도우미 학생들의 응원 아닌 응원 속에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림 2. 학회장 내 충남대학교 교수님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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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두 연구 발표

학생 여러분 연구 발표는 어떠셨나요? 긴장 되셨나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이상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발표가
다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긴장해야하는 유일한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저입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표 시간이 되기 전 학회장을 둘러보다가 한 외국인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발표 순서 관련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저를 태국 학생 도우미로 생각했
다고 합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에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학생 대표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든, 제 모습이 태국 학생들과 닮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 대표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회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 학회가 올해로 31년째 되는 학회입
니다. 31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자리에 30년 가까이 이 학회를 위하여 헌신해온 분들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학
생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의 노고를 기억해야하고 마땅히 이 자리를 빌려 큰 박수로 그들에게 감사하
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박수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
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신의 사랑이라고 불리는 아가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입니
다. 내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편견을 가진 채로, 마음속에 조건을 걸고, 잘
해준다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편견을 넘어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상대
방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회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연사 간에 많은 분들의 미소와 웃음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었고,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감사했던 교수님
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음에 뿌듯했다. 연사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격려 어
린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 다른 학회들도 내게 많은 의미가 있었지만 이번 학회에서 연사를
통하여 받은 마음들이 내게는 무엇보다 값지다. 사람에게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당사자가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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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회 연사 모습

그림 5. 학회를 위해 수고하신 태국 교수님들과 학회 관계자 분들

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이치인데 짧은 만남에 마음이 잠시나마 통했으니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함이 당연한 것 아니겠
는가. 이것이 시간이 흘러 과거가 되어 잊혀져가는 ISCHE2018 학회에서 얻은 잊을 수 없는 나의 추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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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합성생물학
연구실 (Synthetic Biology Lab)

그림 1. 합성생물학 연구실 단체사진

안녕하세요.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있는 합성생물학 연구실 (Synthetic Biology Lab) (http://sbl.postech.
ac.kr/)을 소개합니다.
우리 연구실은 이정욱 교수님의 지도 아래, 현재 박사 후 연구원 2명, 대학원생 및 연구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그림 1). 본 연구실은 합성유전자 회로를 이용해 단백질의 발현조절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의료, 환경 분야
등에 활용 가능한 여러 유전적 세포/분자 장치들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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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실 분위기
우리 합성생물학 연구실은 수평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랩 구성원들끼리 끊임없이 소통하며 항
상 유쾌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친구처럼 잘 지냅니
다. 각각의 구성원들이 조금씩 다른 연구를 수행하다 보
면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서로의 아이
디어를 공유함으로써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서로 자유롭게 연구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
기가 갖추어져 있고, 각자 연구에 대한 의욕도 넘쳐 자
율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 체력까지 고루 갖춘 미래 공학자가 되기 위해 우
리 연구실은 연구 외적으로도 많은 과외 활동을 합니다

그림 2. 연구 외적인 활동을 통한 친목 도모

(그림 2). 지도 교수님께서는 항상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또한 구성원들도 그에 부
합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2. 특징
우리 연구실은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2년째로,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연구를 시작한지 1~2년 밖에 되지 않은 신
생 연구실입니다. 합성 생물학이라는 경계 내에서 각자 조금씩 다른,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각자 연구자로서의 기

그림 3. 합성생물학 연구실 주요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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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하나씩 익혀가고 있습니다. 구성원들 모두가 각기 다른 연구 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
주 랩 미팅을 통해 서로의 분야에 대한 이해 및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와 ‘절망의 끝은 희망의 시작’이라는 모토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합성생물학
의 다양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갑니다. 긍정의 에너지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에서 구성원 모두가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연구실의 특징입니다.

3. 연구
현재 우리 연구실은 유전자 회로를 이용하여 합성 생물학적 도구들을 개발하고 이들을 여러 산업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용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림 3). 연구 분야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미생물 균주
들의 성장/생산의 균형을 제어하여 생산량과 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 합성 유전자 회로를 이용한 효과적인 미생물 개
량 도구 개발, 생물봉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전자 회로 개발 등과 같이 세포 내 발현조절을 위해 유전자 회로를 개발
하고 적용하는 연구 분야가 첫 번째 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회로를 세포 외에서 즉, 시험관 전사 및/또는 번역시스템
에 적용하여, 새로운 진단기법을 만드는 데 적용하는 연구, 세포 내에서 발현이 어려운 단백질들을 무세포 발현시스템
에서 발현하는 연구, 무세포 단백질 발현 시스템을 이용한 초고속 스크리닝 시스템의 개발 등과 같이 무세포 환경에서
의 발현조절을 위해 유전자 회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분야입니다.

4. 맺음말
우리 연구실에서는 합성 생물학의 도구들을 개발하고 이들을 산업, 의료,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성 생물학적 도구들을 활용하여 기존의 세포 기반 응용에서 여러 유전적 도구들이 해결
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세포 기반 단백질 발현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세포 기반으로
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접근법을 상호 보완적
으로 활용하여 여러 가지 생물공학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신생 연구실이
지만 항상 우리 편에서 생각해주시고 호흡해주시는 지도 교수님과 자신이 맡은 임무,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로 구성된 포항공과대학교 합성생물학 연구실의 소개를 마칩니다.

5. 연구실 대표논문
1. Lee, J.W.*, Chan, C.T.Y.*, Slomovic, S., and Collins, J.J. “Next-generation biocontainment systems for
engineered organisms”, Nat. Chem. Biol ., 14:530-537 (2018). (* equally contributed)
2. Lee, J.W., Yi, J., Kim, T.Y., Choi, S., Ahn, J.H., Song, H., Lee, M.-H., and Lee, S.Y. “Homo-succinic
acid production by metabolically engineered Mannheimia succiniciproducens”, Metab. Eng ., 38:4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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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Pardee, K.*, Slomovic, S*, Nguyen, P.Q.*, Lee, J.W.*, Donghia, N., Burrill, D., Ferrante, T., McSorley,
F., Furuta, Y., Vernet, A., Lewandowski, M., Boddy, C.N., Joshi, N.S., and Collins, J.J. “Portable,
On-demand Biomolecular Manufacturing”, Cell , 167(1): 248-259 (2016). (* equally contributed)
4. Lee, J.W., Gyorgy, A., Cameron, D.E., Pyenson, N., Choi, K.R., Way, J.C., Silver, P.A., Del Vecchio, D.,
and Collins, J.J., “Creating single-copy genetic circuits”, Mol. Cell , 63: 329-336 (2016).
5. Chan, C.T.Y.*, Lee, J.W.*, Cameron, D. E.*, Bashor, C. J., and Collins, J. J. “Deadman and Passcode
Microbial Kill switches for bacterial containment”, Nat. Chem. Biol ., 12:82-86 (2016). (* equally contributed)
6. Lee, J.W., Na, D., Park, J. M., Lee, J., Choi, S., and Lee, S.Y. “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of
microorganisms for natural and nonnatural chemicals”, Nat. Chem. Biol ., 8:536-546 (2012).
7. Lee, J.W., Kim, H.U., Choi, S., Yi, J., and Lee, S.Y. “Microbial production of building block chemicals
and polymers”, Curr. Opin. Biotechnol. , 22(6):758–767 (2011).
8. Lee, J.W., Kim, T.Y., Jang, Y.S., Choi, S., and Lee, S.Y. “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for chemicals
and materials”, Trends Biotechnol ., 29(8): 370-37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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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
바이오평가 실험실 (Bioevaluation Lab)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 최경오 교수입니다. 제가 지도하는 화학공학 전공에 소속된 바이
오평가 실험실(Bioevaluation Lab)을 소개합니다. 우리 실험실은 대학원생 2명과 학부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험
실의 연구 키워드는 ‘비만’과 ‘화장품’입니다. 항비만 효능과 화장품 효능(미백, 항주름, 항염증)을 신속하면서도 체계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실험실 분위기
우리 실험실은 2017년 7월에 수원대학교에
서 가장 최근에 완공된 미래혁신관에 자리를
잡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험실 공간
이 수원대학교의 산학 협력 연구 및 창업 특성
화를 위한 핵심 건물에 위치해 있고, 시설 및
장비가 전부 새로 도입되어 설립되었기 때문
에 연구 환경이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
서 실험실 구성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
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실험실의 장점 중 하나는 구성원들간
의 ‘유대감’입니다. 각자의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연구 주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생각 등을 공유할 수 있도
록 연구 결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그때그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실험이 예상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성원들이 자신
의 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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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실 단체사진 (랩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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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실험에 동참하기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연구뿐만이 아니라 취업 정보 등에 관해서도 좋은
자료를 찾았을 때도 전 구성원이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 연구 결과를 내는
분야의 경우 문헌에서 얻는 지식 보다는 각 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자신이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렵게 획득하게 된 노하우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율적으
로 공유하기 때문에 실험실 구성원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이 ‘유대감’은 새로운 구성원
이 실험실에 들어왔을 때에도 실험실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2. 실험실 특징
실험실의 가장 큰 특징은 바이오 및 화학공학 융합 연구의 교집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실
험실은 수원대학교의 뷰티사이언스연구센터에 제 2연구실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뷰티사이언스연구센터의
제 1연구실에서는 천연물 유래 혹은 화학적 합성을 통한 신규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 소재들을 이용해서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 이전에 신규 소재의 타겟 효

그림 2. 미래혁신관 외관, 미래혁신관 내부, 뷰티사이언스연구센터, 기능성바이오센터 (시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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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들(즉, 미백, 항주름, 항염 등)을 세포 수준에서 스크리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 신
규 소재의 효능 평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뷰티사이언스연구센터의 화장품 제품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에는 바이오 화학 관련 실험 기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기능
성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기능성바이오센터는 동물세포 실험실, 미생물 실험실, 기기분석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의 바이오 관련 실험들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능성바이오센터가 우리 실험실 바로 옆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능성바이오센터를 이용하는 교내외 다른 연구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또한 제가 기능성바이오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우리 실험실에서 개발하는 효능 평가 기술들을 기능성바이오센터의 분석 서비스 형태로 관련 기업체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학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실험실은 뷰티사이언스연구센터와 기능성바이오센터 양쪽 센터에서 핵심 교집합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 및 화학공학 융합 연구 역량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실험실이라
고 생각됩니다.

3. 실험실 연구
현재 우리 실험실은 항비만 기능성과 화장품 효능 평가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 기능성 제품
의 시장 증대에 따라 고기능성 제품 개발 및 빠른 제품 출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항비만 관련 제품 시장에
서도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항비만 기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물 모델을 이
용하여 항비만 기능성을 평가하는 실험을 주로 진행해왔으나, 동물 실험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며,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샘플 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만을 초래하는 지방세포 분화 과정은 여러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1~2가지의 바이오마커만 측정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실험실에서는 지방세포 분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전사인자들의 활성을 시간별로 측
정할 수 있는 리포터 세포주들을 개발하여 주요 전사인자들의 상호 작용을 정량화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항비만 기능성이 검증된 대표 물질들에 대하여 주요 전사인자들의 활성 동역학을 측정해서 항비만 기능성의 표준화된
기준을 정한 다음 신규 소재들에 대해서 항비만 기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 방법은 동물
모델 실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정량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여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그 효능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소재들
이 개발되어 왔지만, 부작용 및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제품에 적용된 소재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미백 효능이 아주 뛰어나더라도 자극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신규 소재를 개발할 때 1-2가지의 특
정 바이오마커만 측정해서 평가한다면 부작용 및 안전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 우리 실험실에서는 화장품 소재의 주요 효능인 미백, 항염, 항주름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멜라닌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인 MITF와 염증 반응의 대표적 전사인
자인 NF-κB 의 활성 동역학을 측정하여 상호 관계를 규명한 다음, 미백과 항염 효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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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실 주요 연구 분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실험실은 두 연구 분야(비만과 화장품)를 대상으로 작용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기능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 소재 개발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맺음말
우리 실험실은 실험실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뷰티사이언스 연구센터와 기능성바이오센터에서의 <바이오 화학공
학 융합 연구>, 산업체 연구와 밀접히 관련된 <비만과 화장품>이라는 연구 주제를 실험실의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
니다. 실험실 운영 기간이 만 2년이 되지 않은 신생 실험실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
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대표 연구 논문
1. Kim D, Choi K*, Rho H. “Synthesis and Biological Evaluation of Amide-Type Phytoalexins as
Depigmenting Agents”, Bull. Korean Chem. Soc. , 2018, 39(11):1328-1331.
2. Rho H, Choi K*. “Cofactor regeneration using permeabilized Escherichia coli expressing NAD(P)+dependent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 J. Microbiol. Biotechnol, 2018, 28(8):1346-1351.
3. Choi K*, Rho H. “Synthesis of Methylated and Acetylated Derivatives of Meso-Dihydroguaretic Aci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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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Their Inhibitory Activities on LPS Derived Nitric Oxide (NO) Production”, J. Soc. Cosmet. Sci. Korea ,
2017, 43(3):195-200.
4. Sridharan GV*, Choi K*, Klemashevich C, Wu C, Prabakaran D, Pan LB, Steinmeyer S, Mueller C,
Yousofshahi M, Alaniz RC, Lee K, Jayaraman A. “Prediction and quantification of bioactive microbiota
metabolites in the mouse gut.”, Nat Commun , 2014, 5:5492. doi: 10.1038/ncomms6492.
5. Choi K*, Ghaddar B, Moya C, Shi H, Sridharan GV, Lee K, Jayaraman A. “Analysis of transcription
factor network underlying 3T3-L1 adipocyte differentiation.”, PLoS One , 2014, 9(7):e100177.
6. Manteiga S, Choi K, Jayaraman A, Lee K. “Systems biology of adipose tissue metabolism: regulation of
growth, signaling and inflammation.”, Wiley Interdiscip Rev Syst Biol Med , 2013, 5(4):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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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대구한의대학교

포스터 3분스피치

Quantitative Studies of Membrane Toxicity Affected by Local Anesthetics

최완재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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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of Escherichia coli for the Production of
고유성
Putrescine and Proline Using Synthetic Regulatory Small RNA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Microorganism from Ancient Documents and
박동민
Wooden Artifacts.
Biological Evaluation of Single-Use Bioreactor System, CEL-BIC, for
박서현
Microcarrier Cell Culture
Label-free, colorimetric detection of miRNA based on toehold-mediated
박연경
strand displacement reactions
RNA-guided Gene Repression using an CRISPR interference for
박재현
Enhancing Lysine Production by Corynebacterium glutamicum
Production of Microalgal Biomass and Lipid with Nutrients in Seawater
박한울
Using Semi-Permeable Membrane Photobioreactors
Dynamic regulation of D-xylose metabolism in Escherichia coli by a novel 반나레스
synthetic genetic control circuit
안제로
Improving solubility of FucT2 using kanamycin resistance gene as a fusion
신종혁
partner in Escherichia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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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ntemplation of Difference in DNA-Mediated Aggregation Behavior of
Gold Nanomaterials Based on Geometric Appearance for Application to
Biosensor
Black radish(Raphanus sativus var. niger) inhibits adipogenesis in 3T3L1
cells
Antioxidant Activities of Lignin extracted from Domestic Bamboo
(Phyllostachys nigra var. henosis) Stem
Development of Paper Detection Pad based on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for Detecting Rosellinia necatrix
Engineered Saccharomyces cerevisiae growing on xylose yields high
lactic acid yield due to low pyruvate decarboxylase activity
Production of Leghemoglobin as Protein-iron Supplement by Metabolically
engineered Escherichia coli
Increasing the Solubility and Activity of Flavin-dependent Halogenase
through fusing Halogenase with Flavin reductase.
Enhancement of Antioxidant Production from Galactomyces reessii by
Medium Optimization for Cosmetic Application
Fitness mechanisms as a basis for cellular design revealed by adaptive
laboratory evolution of a genome-reduced Escherichia coli
Enhancing the production of 3-Hydroxypropionic acid via engineering
substrate specificity of aldehyde dehydrogenase
Metabolic pathway optimization via 5'-UTR engineering for production of
L-tyrosine in Escherichia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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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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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심규락, 정성근, 염수진, 강경구, 이창수

학생 구두발표 우수논문상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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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술대회 학생수상자

Anisotropic patch particles are an important material widely used in research fields such as biological
application fields, target-oriented drug delivery systems. Herein, we control the patch position at the
anisotropic hexagram particles by using the micromolding process and selective localization method. we prove
that it is possible to fabricate 12 types of anisotropic patch hexagram particles controlled the position and
number of patches. We anticipate that anisotropic hexagram particles with regioselectivity of patches are
utilized to many biological applications.
수상소감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내 ‘마이크로 중력환경 내 콜로이드 입자를 이용한 자기조립 연구’ 및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이창수 교수님과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는 강경구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준 실험실 동료들에게도 감사
합니다. 이 연구를 경험으로 더 진보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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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성균관대학교 / 지도교수 : 우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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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Jaehyun Park, Yoojin Lee, Han Min Woo*

포스터발표 우수논문상
연구 요약
The development of microbial cell factories requires cost-effective and rapid strain development through
metabolic engineering. Recently, RNA-guided CRISPR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for metabolic
engineering of industrially-relevant host. For application of the CRISPR interference (CRISPRi) to microbial
cell, we constructed the two CRISPRi vectors system and applied to Corynebacterium glutamicum , the nonpathogenic industrial strain, to repress its single gene or double genes. Repression of four-different single
gene (the pyc, gltA, idsA , and glgC) was successfully performed using the two CRISPRi vectors resulting in
significant reduction of targeted gene mRNA expression. Furthermore, double targeted gene repression using
CRISPRi resulted in an independent gene repression to each target gene simultaneously. For its utilization to
industrial strain, we introduced two plasmid vectors of CRISPRi into citrate synthase (CS)-targeting DM1919
(l-lysine producer), resulting in the improvement of l-lysine yield by 1.39-fold than the parental DM1919.
Thus, this study could be useful for rapid development of microbial cell factories of C. glutamicum .

수상소감
이 연구에서는 크리스퍼 인터피어런스 기술을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에 적용하여 성공적인 유전자 발현 저해를
통해 라이신 생산량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지도
해주시는 우한민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실 동료 분들 덕분에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발전된 연구를 위해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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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경북대학교 / 지도교수 : 김수린)


Authors : You-Kyung Lee, Soo Rin Kim

포스터발표 우수논문상
연구 요약
It has been recently found that yeast Saccharomyces cerevisiae expressing heterologous lactate
dehydrogenase (LDH ) favors lactic acid production over ethanol production when fermenting xylose. When
cells are fermenting glucose, the yields of lactic acid and ethanol becomes the same; however, when cells are
fermenting xylose, the lactic acid yield becomes six times as high as the ethanol yield. We hypothesized that
the expression levels of pyruvate decarboxylase gene (PDC1 ) might be altered depending on an available
carbon source, resulting in different product yields. When the relative gene expression levels were compared,
the cells growing on xylose had significantly low the expression levels of the PDC1 gene compared to the cells
growing on glucose, while the expression levels of the LDH gene remained constant. Also, when the PDC1
gene was down-regulated by substituting its promoter to a weak one, the product profiles became favored to
lactic acid under glucose as well as xylose conditions. However, a strain with the complete deletion of the

PDC1 gene had a significant growth de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tight control of the PDC1 gene could
be a promising strategy for high lactic acid-producing strain.

수상소감
본 연구는 기질에 따른 효모의 대사적 특징을 파악하고, 젖산생산 효모를 제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전자 조작 방법
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를 본 학회에서 발표하게 된 것 만으로도 연구자로써 매우 뜻 깊은 경험이었는데
포스터 발표를 통해 수상까지 할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석사과정에 있어 많은 기회를 주시고, 가르쳐주신 저의
지도 교수님, 김수린 교수님께 항상 감사드림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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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Donghui Choe, Jun Hyoung Lee, Minseob Yoo, Soonkyu Hwang,

Bong Hyun Sung, Suhyung Cho, Bernhard Palsson, Sun Chang Kim, Byung-Kwan Cho
포스터발표 우수논문상
연구 요약
Genome-reduced bacteria often show impaired growth under laboratory conditions that cannot be understood
based on the removed genes. The unexpected phenotypes highlight our limited understanding of bacterial
genomes. Here, we deploy adaptive laboratory evolution to re-optimize growth performance of a genomereduced strain. The basis for suboptimal growth is the imbalanced metabolism that is rewired during ALE. The
metabolic rewiring is globally orchestrated by mutations in rpoD altering promoter binding of RNA polymerase.
Lastly, the evolved strain has no translational buffering capacity, enabling effective translation of abundant
mRNAs. Multi-omic analysis of the evolved strain reveals transcriptome- and translatome-wide remodeling
that orchestrate metabolism and growth. These results reveal that failure of prediction may not be associated
with understanding individual genes, but rather from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strain’s systems biology.

수상소감
이 연구는 조병관, 김선창 교수님의 지도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프론티어-지
능형바이오시스템 설계 및 합성 사업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최소유전체 미생물을 적응진화를 통해
개량하고 성장 원리를 규명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2018 한국생물공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포스터발표상을 수상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 연구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병관, 김선창 교수님과 이 연구를 함께 진행한 동료 연
구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연구에 정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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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패턴: 필립 볼의 형태학 아카이브
자연에는 다양한 패턴이 있다. 기발한 상상력
을 발휘한다면 자연의 패턴에 숨겨진 공통의 원
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물리학과 화학을 전
공한 저자는 생물계와 무생물계에서 공통으로 발
견되는 자연의 패턴에 관심을 기울인다. 보편적
인 패턴이 있다면 근원적인 과학 원리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에서 자연의 패턴 형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자연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저
절로 들게 만드는 놀라운 이미지가 가득 수록된
이 책은 책을 접한 누구나 자연 탐색자가 돼라 유혹한다. 자연의 패턴은 있는 그대로
최고의 걸작이며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 자연을 사
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멋진 자연의 진솔한 모습에 푹 빠져 보는 것은 어떨까.
1장. 대칭 / 2장. 프랙탈/ 3장. 나선 / 4장. 흐름과 혼돈 / 5장. 파동과 모래 언덕 /
6장. 거품 / 7장. 결정과 타일 / 8장. 균열 / 9장. 점과 줄

원 병 묵

교수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bmweon@skku.edu

상기인은 한겨레신문과
매일경제신문 등에 과학 칼럼을
연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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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수면과 꿈의 과학
세계적인 신경 과학자이며 수면 전문가인 저자는 우리가 왜 잠을 자야 하는지에
대해 진솔하고 진지하게 묻는다. 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
에게 수면이 중요할까. 우리가 수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리 깊지 못하다.
하지만 수면 과학은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책은 수면
과 꿈에 관한 최신 연구를 소개하며, 수면이 학습, 감정, 활력, 호르몬 조절, 암과
당뇨병, 그리고 노화와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더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수면 과학의 최신 연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수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확 달라질 것이다. 잠 못 이루는 밤, 이 책을 펼쳐 보면 어떨까.
1부: 잠은 무엇일까
1장. 잠이 들다 / 2장. 카페인, 시차증, 멜라토닌 / 3장. 잠을 정의하고 청하기 /
4장. 유인원, 공룡, 뇌의 반쪽씩 잠자기 / 5장. 평생에 걸친 잠의 변화
2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6장. 엄마와 셰익스피어는 알고 있었다 / 7장. 너무 극단적이라서 『기네스북』에 오를 수가 없다 /
8장. 암, 심장 마비, 수명 단축
3부: 우리는 어떻게, 왜 꿈을 꾸는 걸까
9장. 으레 일어나는 정신병적 증상 / 10장. 야간 요법으로서의 꿈 / 11장. 꿈 창의성과 꿈 제어
4부: 수면제에서 변모한 사회까지
12장. 밤에 부딪치는 것들 / 13장. 아이패드, 공장 사이렌, 밤술 / 14장. 잠을 해치거나 돕는 방법들 /
15장. 잠과 사회 / 16장. 21세기의 새로운 수면 전망
결론: 자느냐 안 자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부록: 건강한 수면을 위한 열두 가지 비결
매슈 워커 지음 | 이한음 옮김 | 열린책들 | 2019년 02월 25일 출간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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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이 플라톤을 만났을 때 생물학과 철학의 우아한 이중주
생물학에 빠진 철학자와 철학에 빠진 생물학자가 생물학과 철학에서 바라보는
생명의 본질을 논의하고 있다.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인류에게 두 학문의 경
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두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두 분야의 전문가가 만나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생명과 그 생명의 원
천인 사랑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프롤로그: 활과 리라 ― 생명의 이중주
1부: 미생물이 플라톤을 만났을 때
1장. 미토콘드리아: 공생의 아이콘
2장. 미생이 그리는 인생
3장. 경쟁이냐 공생이냐
4장. 면역, 혼돈의 왕국
5장. 바이러스와 예술
6장. 현대의 모방론: 도킨스 이론의 한계
7장. 몸의 기억에서 우주의 기억으로
2부: 동물과 인간,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이’
8장. 동물과 인간의 차이
9장. 돌, 도마뱀, 인간
10장. 성스러운 생명과 괴물 사이
11장. 과학 시대의 철학
12장. 생명의 비밀
에필로그: 마지막 말 한마디
김동규 등록, 김응빈 지음 | 문학동네 | 2019년 03월 14일 출간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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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원숭이: 왜 우리는 술을 마시고 알코올에 탐닉하는가?
인류의 알코올 섭취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술을 탐닉하는 인류의 진화적 기원
은 무엇일까. 동물학 박사이며 현재 생물학 교수인 저자는 전 세계 연구 현장을 다
니며 인간과 알코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가설인 '술 취한 원숭이 가설'을 독자적
으로 제안한다. 이 책은 오늘날 다양한 술을 탐닉하고 술 주정뱅이가 되기까지 인
간의 알코올 사랑에 대한 근원을 재치 있게 추적한다. 의학자와 생물학자가 아니
어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술에 관한 인류의 진화적 기원을 생각해 볼 절
호의 기회이다.
1장. 서론
2장. 술 익는 과일
3장. 비틀거리는 코끼리
4장. 열대 우림 속을 배회하다
5장. 지상 최고의 분자
6장. 알코올 중독자여, 그대는 누구인가
7장. 안개 속을 서성이는 술 주정뱅이
로버트 더들리 지음 | 김홍표 옮김 | 궁리 | 2019년 03월 15일 출간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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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 빨간지구: 기후변화와 인류세, 지구시스템에 관한 통합적 논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문제를 정확히 풀어낸 시대의 역작이 출간되
었다. 대기과학자로서 30년 동안 기후 연구와 국가 정책에 헌신하며 국립기상과
학원 원장을 지낸 저자는 일생토록 기후와 인류의 관계를 추적한 전문가이다. 그
래서 그의 글에는 전문성 뿐만 아니라 진정성이 담겨 있다. 과거를 살펴보자. 지구
의 기후와 생명의 탄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류의 생존에 기후는 어떤 역
할을 했을까. 현재와 미래는 어떤가. 지구온난화는 피할 수 있는 문제인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할 파국은 소리없이 다가온다. 당장 미세먼지가 온 하늘을 뒤덮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급변하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과학기술은 무엇을 향해야 할까. 메말라 가는 듯한 ‘빨간 지구’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파란 하늘’을 꿈꾸는 저자의 바람이 담긴 이 책은 시종일관
과학과 인류를 향한 저자의 애틋한 시선이 느껴진다.
머리말: 빨간 지구에서 파란 하늘을 꿈꾸다
1장. 기후, 생명의 탄생에서 인류세까지
2장. 변화, 미래의 유일한 상수는 기후변화
3장. 위기, 파국은 한순간에 찾아온다
4장. 먼지, 있어야 할 먼지, 골칫거리 먼지
5장. 대응, 기후변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6장. 예측, 알 수 없는 미래마저 준비해야 하기에
나오는 말: 국가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어떠해야 하는가?
조천호 지음 | 동아시아 | 2019년 03월 27일 출간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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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 언어 내부의 속삭임
생명 탄생부터 인류와 함께 존재해온 가장 오
래된 언어, 결코 사멸하지 않은 언어, 모든 생명
체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내부의 언어(유전
언어)’, 이제 이 언어를 ‘제4의 언어’라 부른다.
“이제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속삭임에 귀를 기
울일 시간!”
우리가 흔히 아는 언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에서 필수적인 일
종의 관습 체계이다. 언어를 통한 소통은 놀라운
문명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 개인과 집단
간 격차를 발생시켜 지배 문화 형성에도 기여했
다. 이 책에서 ‘외부 언어’라 칭하는 일반적인 언
어는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또 다른 언어가 있다. 태초에 생명체가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 35억 년 전부터 한결같이 우리 내부에서 울리고 있는 목소리,
바로 그 언어.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인류가 이룬 놀라운 현대 문명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 최근 과학 문명의 혁신적인 발달 덕
분에 우리는 내부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조금씩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고, 이
해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그 속삭임, 그 고귀한 목소리를 자각하고, 내부
언어와 외부 언어와의 소통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내부 언어는 인류 전체의 선(善)
을 향한 긍정적인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 생겼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외부 언어와 달
리, 내부 언어는 수백억 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불멸의 언어로서, 그 가치는 몹시 위대

엄 숭 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sh.um@skku.edu

하며 점점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각종 위협으로부터 인류가 생존을 위협받
는 순간에도, 이 내부의 목소리가 다시금 우리를 구원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제
는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이 제4의 언어가 들려주는 현명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상기인은 한국생물공학회
출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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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소개: 엄숭호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생명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MIT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2011년부터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생물공학회 홍보이사로 활동하면서 생명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과학, 환경, 건강 분야 칼럼을 쓰고 국
내외 좋은 글을 소개하기도 한다.
2017년 영국 왕립화학회 MRSC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유전자 기반의 첨단 생체소재 개발과 이들의 의약학적 응용
등에서 다수의 네이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업적을 인정받아 미국 재료학회 상, 미국 물리학회 MILTON VAN
DYKE 상, 한국생물공학회 신인학술상 등을 받았다.
36억 년 전부터 우리 인간의 몸속을 타고 내려온 심오한 유전 언어에 귀를 기울여 사회 전반에 누적된 다양한 갈등과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신(新)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도서 집
필과 연구 및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
목차:
서문
1부 : 외부 언어
언어의 탄생 : 인류문명의 탄생 / 사회 vs. 개인,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
2부 : 내부 (유전) 언어
외부언어 vs. 내부언어 / 내부의 구성도 / 내부 (유전) 언어의 구조 / 내부 (유전) 언어의 기능
3부 : 소통
매개물 / 내부 (유전) 언어 읽기 / 소통의 효율 : 내부의 외부언어로 전환
4부 : 미래
역전사 효소 그리고 인공 바이러스 / 제노사이드? 혹은 제4차 혁명?
후기
참고문헌 / 색인
엄숭호 지음 | 사람의 무늬 | 2019년 03월 15 출간(예정)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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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인수인계 보고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
•회의내용 :
- 2018년도 인계사항 보고
- 각 위원회별 2019년도 사업계획 발표
- 학회 발전방안 논의

○ 이사회의
제 1차 이사회의
•일 시 : 2019년 2월 8일(금) 16:00
•장 소 : 한국생물공학회 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1일(금) 12:00
•장 소 : 학회사무국

•회의내용 :
- 제 1차 홍보소식위원회 회의개최 보고
- 제 1차 학술위원회 회의개최 보고

○ 확대임원회의

- 제 1차 재무위원회 회의개최 보고
- 2019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준비사항 보고 및 논의
- 학회상 수상자 선정 논의
- BBE 해외저자 논문게재료 면제 제안 논의
- 2019년 추경예산(안) 상정 필요성 논의
- 스타트업

기업의 광고 및 전시 참여비 차등 산정
(안) 논의
- 학회 대외홍보 방안 논의
- 국제협력위원회 IBE 협력사항 보고 및 논의
제 2차 이사회의

제1차 확대임원회의
•일 시 : 2019년 1월 11일(금) 16:00

156 2019 Vol.26 No.1

•일 시 : 2019년 3월 8일(금) 16:00
•장 소 : 학회사무국

학회소식
•회의내용 :
- 부회장단 간담회 개최 보고
- 제 1차 BT News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보고
- 제 2차 재무위원회 회의 개최 보고

- 2019년

홍보소식위원회 사업계획 검토 및 업무분
장 논의
- BT News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회의 일정 논의
BT News 편집위원회 제1차 회의

- 제 2차 학술위원회 회의 개최 보고

•일 시 : 2019년 2월 18일(월) 16:00

- 홍보소식위원회 홈페이지 리뉴얼 구축 TFT 구성

•장 소 : 서강대학교

보고

•회의내용 :

- 국제협력위원회 대표단 구성 논의

- 2019년도 편집위원회 위촉 및 연간 사업계획 검토

- 제76회 생물화공심포지움 개최 보고

- BT News Vol. 26 No. 1 발간일정과 컨텐츠 확정

- 회계 업무 협조 규정 개정(안) 논의

- 학회 홍보영상 제작계획 및 기타 홍보 방안 논의

- 지부활동 지원 및 수행지침 제정 논의

- 학회

홈페이지와 BT News 홈페이지 개편 계획

- 기금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신임위원장 선임 논의
- 2019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준비사항 보고 및 논의

논의
홈페이지 리뉴얼구축 TFT 회의
•일 시 : 2019년 3월 20일(수) 18:30

- 2019년 상반기 학회상 수상자 선정

•장 소 : 중앙대학교

- 학회상 시행규정 개정(안) 논의 : 공로상 명칭 변경

•회의내용 : 홈페이지 리뉴얼 구축 작업 논의

- 출판위원회 위원장 선임(위원장: 윤현식 교수(인
하대)) 및 규정 개정(안) 논의
- BBE 특집호 원고료 지급건 검토 및 논의

학술위원회 제 1차 회의
•일 시 : 2019년 2월 1일(금) 16:00
•장 소 : 한국생물공학회 사무국
•회의내용 : 춘계학회 프로그램 구성 논의
학술위원회 제 2차 회의
•일 시 : 2019년 3월 8일(금) 12:00
•장 소 : 중식당 “금문도”
•회의내용 : 춘계학회 프로그램 검토 및 세션 배정 논의
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일 시 : 2019년 2월 8일(금) 12:00
•장 소 : 한국생물공학회 사무국
•회의내용 :
- 인계사항 및 사업계획 검토
- 예결산 분석

○ 위원회별 회의

- 세무회계 검토
- ERP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고운용 확정

홍보소식위원회 제1차 회의
•일 시 : 2019년 1월 23일(수) 10:00

- 기금운용 관련 논의
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

•장 소 : 서강대학교 TE관 1008호

•일 시 : 2019년 3월 8일(금) 12:00

•회의내용 :

•장 소 : 한국생물공학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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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바이오에너지 부문위원회

- 회계업무협조규정 논의

•주 관 : C1가스리파이너리 사업단

- 지부활동 지원 및 수행지침 논의

•후 원 :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한화케미칼,

- 기금관리위원회 규정 및 기금운영 필요성 검토

CJ제일제당, 롯데케미칼, 차세대바이오매스

- 학술대회 수입현황보고

연구단, SK가스, 한국화학연구원 CCP융합
연구단, 리그닌 바이오리파이너리 사업단,

○ 간담회

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참석자 : 206명

부회장단 간담회 개최
<1차>
•일 시 : 2019년 2월 11일(월) 18:00
•장 소 : 한식당 “남도애꽃”

대구경북지부 학술세미나

•회의내용 : 산업체 협력 방안 논의

•일 시 : 2019년 2월 19일(화)

<2차>

•장 소 : 영남대학교 화공관 211호

•일 시 : 2019년 2월 20일(수) 18:00

•주 최 : 한국생물공학회 대구경북지부

•장 소 : 한식당“남도애꽃”

•후 원 : 광진상사

•회의내용 : 산업체 협력 방안 논의

○ 행사개최
제76회 생물화공심포지움
•일 시 : 2019년 2월 25일(월) ~ 26일(화)
•장 소 : 소노팰리체
•주 제 : 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한 생물화학공학의
역할과 전망
•주 최 : 한국화학공학회 생물화공부문위원회
한국생물공학회 생물공정공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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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 사업추진보고

및 국제심포지엄
2019 KSBB Spring Meeting and International
Symposium

학술연구교류회 지원사업 추진
•내용 : 한국생물공학회 회원들의 학술정보교류 및

•일 시 : 2019년 4월 10일(수) ~ 12일(금)

연구회 활동 지원으로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장 소 :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신규 기획연구과제 도출, 신진연구자 및 비회

•주 최 : 한국생물공학회

원 연구자와의 연구 교류 장려, 학회에서 수

•후 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주자치도,

행하는 기획사업, 용역사업 자문 및 참여

제주컨벤션뷰로

2019 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 여대학
(원)생 공학연구팀제 사업 추진
•사업내용 :
- 연구팀에서

정한 연구주제로 일정 기간 동안 연구
수행
- 리더쉽 워크숍（연구역량강화교육 등）참여
- 산업체 멘토 직장 방문
- 결과발표대회 참석 및 연구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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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수상자
- 생물공학 학술진흥상 김시욱 교수(조선대)

원종인 교수(홍익대)

백승필 교수(고려대)

박경문 교수(홍익대)

오덕재 교수(세종대)
- 생물공학 혁신기술대상 진켐
- 우수기술연구상 다인바이오 이제현 대표이사
(우수기술명 : 미생물 유래 신규 한천분해효소 DagA를 이용한 기능성 바이오 식의약 신소재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
제조 기술)
- 감사패 씨애치씨랩 차형철 대표이사
- 송공패 구윤모 교수(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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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학력
2016,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박사
2010, 전남대학교 생물공학과 석사
2008, 전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학사

경력
유하영 교수
(상명대학교 생명공학과)

2019-현재: 한국생물공학회 교육문화위원회이사
2017-현재: 상명대학교 생명공학과 조교수
2016-2017: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연구교수

연구분야
Biocatalyst, Bioprocess engineering, Biorefinery, Enzyme applications, Fermentation,
Purification, Streptomyces

학력
2015,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박사
2010,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사

경력
2019-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식품공학과 조교수
현정은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식품공학과)

2017-2018: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연구교수
2016: Postdoctoral Researcher,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University of
Delaware, Delaware
2015-2016: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박사후 연구원

연구분야
Microbial Biotechnology, Food Biotechnology, Biorefinery, Industrial Microbiology, Molecular
Biology, Metabolic Engineering, Designer Enz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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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4, Purdue University 농생물공학전공 박사
2009, 고려대학교 식품생물공학전공 석사
2007, 고려대학교 식품공학부 학사

경력
고자경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8-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2015-20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후연구원 (2017’한국연구재단 대통령포닥 펠로우십)

연구분야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연료/소재 생산을 위한 미생물 균주 및 생물공정 개발, 미생물 전기화학
시스템을 이용한 고부가화합물 생산

학력
2015, Ph.D.,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B.A.,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경력
2018-현재: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김선기 교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Chung-Ang University
2015-2018: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Department of Genetics, University of Georgia
2014-2015: Visiting Researcher, Institute for Genomic Biology and Department of
Bioengineering,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연구분야
Food biotechnology, Metabolic engineering, Synthetic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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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학력
2009, The University of Tokyo 공학 박사 (Mechano-Informatics)
2006, KAIST 바이오시스템학과 석사
2004, KAIST 기계공학과 학사

경력
허윤정 교수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2017-현재: 바이오칩 학회 평의원
2016-현재: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조교수
2013-2016: Associate Professor, Tokyo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
2012-2013: Project Research Associate,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Tokyo
2009-2012: Project Researcher,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Tokyo

연구분야
Micro/nano-machining, Implantable devices, Biosensors, BioMEMS

학력
2013,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화학생물공학과 박사
2006, 충남대학교 정밀응용화학과 학사

경력
2016-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밀화학과 조교수
이승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밀화학과)

2014-20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세대반도체연구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Post-doc
2014-2014: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미세유체응용화학연구단 Post-doc
2013-2013: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화학생물공학과 위촉연구원

연구분야
Electrochemical biosensor, Nano-bio hybrid material assembly, Optical biosensors,
Wearable electronics, Electrochemical Field-effect-transistor, Bio-nano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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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3, 일본 동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 박사
2010,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 석사
2008, 일본 토호쿠대학교 화학바이오공학 학사

경력
정희진 교수
(홍익대학교 바이오화학공학과)

2018-현재: 홍익대학교 바이오화학공학과 조교수
2016-2017: 하버드의대 다나파버암센터 연구펠로우
2014-2016: 일본 동경공업대학교 특임조교수
2013-2014: 일본 동경공업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연구분야
항체공학, 단백질공학, 형광바이오센서, 암면역치료, 셀룰로오즈

학력
2007,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박사
2000,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석사
1998,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학사

경력
송미령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생명공학과)

2018-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생명공학과 조교수
2019-현재: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간사
2017-2018: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과/의생명연구소 연구교수
2011-2017: Research Associate, Dept. of Biol. Eng/Synthetic Biology Center
2007-2011: Postdoctoral Fellow,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School of Medicine

연구분야
Synthetic Biology, Systems Biology, Biomed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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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학력
2012,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Materials (PhD)
2007,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MS)
2005,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BS), summa cum laude

경력
오승수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016-현재: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시스템생명공학부 겸임교수
2019-현재: 한국고분자학회 운영이사
2017-현재: BT news(한국생물공학회) 편집위원, 고분자 과학과 기술(한국고분자학회) 편집위원
2014-2016: Research Fellow, Harvard Medical School/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2012-2014: Postdoctoral Researcher, Institute of Collaborative Biotechnologies, UCSB, Santa
Barbara

연구분야
Nanobiotechnology, Darwinian Evolution of Biomaterials, Origins of Life,
Ribozymes/Aptamers, Molecular Machines, Multi-functional Biopolymers, Molecular
Diagnostics, Targeted Therapy, Selective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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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도서 발간 소식
한국생물공학회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생물공학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생물공학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연
구 활성화를 위하여 출판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물공학회의 출판사업은 학술저서를 원하시는 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생물공학회 총서는 학회 회원일 경우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문방법 : [총서 1~6, 9] 월드사이언스 (T. 02-581-5811~3 E-MAIL. worldscience@hanmail.net)
[총서 7] 신일북스 (T. 02-843-3281 E-MAIL. shinil@shinilbooks.com)
[총서 8] 도서출판 이채 (T. 02-511-1891 E-MAIL. yiche7@hanmail.net)

▶ 바다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9
저자 : 김세권
출판년도 : 2018년
정가 : 20,000원

▶ 소개 : 아직 바다 양식에는 물, 파도, 염도, 압력 등 여러 위험 상태에서 사람이 직접 일을 해야 하는 재래식으로 발전에 어
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수중 로봇, 수중 드론, 무인 잠수정, 무인 운반선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면 스마
트 파밍(smart farming) 시스템처럼 해양목장의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되어 관리됨으로써 육지면적의 4.6배에 해당하는
해양 관활권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해조류, 어패류 등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해양생물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으로 현재 90% 이상
이 미이용 자원인 해양생물 자원이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를 독자들에게
알리려고 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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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미래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8
저자 : 신현재
출판년도 : 2018년
정가 : 15,000원

▶ 소개 :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물질도 탄수화물만큼 다양한 크기와 색깔,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
는 이 세상은 가히 ‘탄수화물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20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천착해 온 탄수화물에
대한 모든 것을 『달콤한 미래_세상에서 가장 쉬운 탄수화물 과학』 (신현재 저, 값 15,000원)에 담았습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생체물질을 만드는 원료로 밥, 빵, 설탕 등 식량자원으로서 인류의 역사와 오랫동안 함께해 온 달콤
하고 친숙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경계
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탄수화물의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풀어내어 먹는 탄수화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
로잡아 줌과 동시에 그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생체 내에서의 여러 작용들이 밝혀짐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단백질, 지방 등과 더불어 탄수화물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미래 연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핵심
물질이며, 최근에는 노화의 비밀을 푸는 열쇠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의약품의 기능성 소재, 석유화학산업 등
의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과서나 전문서적에서 학문적으로 다루어졌던 탄수화물에 대한
정보를 저자는 『달콤한 미래』에서 역사와 문화적인 면까지 아울러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7
저자 : 차형준 외
출판년도 : 2017년
정가 : 45,000원

▶ 소개 :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은 William H. Elliott와 Daphne C. Elliott가 1997년 발간한 이후에 2014년에 5번째 개정판
까지 나온 교재로 한 학기에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분야를 모두 간추려서 강의할 교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한 학기
교재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번역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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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의 술, 우리 막걸리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6
저자 : 유대식
출판년도 : 2015년
정가 : 24,000원

▶ 소개 : 이 책의 내용에 저자의 의견 제시는 가능한 최 소화 하도록 했으며, 고문헌과 연구 논문의 내용 에 대해서는 최대
한으로 서술하고자 했습니다. 참고 문헌은 각 장마다 제시하지 않고 지면을 줄이고 모든 문헌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도
록 제7장에 모 두 모아 연도순으로 정리함으로써 막걸리의 연구 역사까지 한꺼번에 찾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생물공정공학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5
저자 : 정용섭·김승욱·김익환·윤현식·이재관·전계택·정연호·조무환·최정우·홍억기
출판년도 : 2015년도
정가 : 38,000원

▶ 소개 : 이 책은 생물공정공학을 배우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으로, 생물화학산업에서사용되고 있는 공정들의
공학적인 원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공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독자를 위해서 생물공정공학이
새로운 버전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와 예제들을 사용하였고 이를 공학적인 관점에서 분
석하고 설명하였습니다. 현대 생물공학의 영역에서 공학적인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생물 발효뿐만 아니라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생산, 생물적 환경정화, 바이오연료, 신약개발과 조직배양 등이 포함됩니다. 공학 교과에서의 중요
한 분야들(물질과 에너지 수지, 전달 공정, 반응과 반응기 공학)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학생들은 새롭게 보완된 도란의 교
과서를 선택함으로써 생물공정공학으로의 입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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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의약품 연구개발 프로세스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4
저자 : 고여욱
출판년도 : 2015년도
정가 : 12,000원

▶ 소개 : 생물공학 기술은 미국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대장균에서 효모, 곤충세포 및 동물세포 등 생산
세포주의 사용 범위가 넓혀지면서 많은 생물의약품이 발매되었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 150여 종의 유용 생물의약품은
치명적인 감염성 질환뿐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암, 당뇨, 만성 신부전 빈혈 등 합성의약품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
성 질한 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발휘하였습니다.
본서는 생물의약품의 도입 및 허가 업무에 종사하는 개발자, 생산공정 개발, 비임상 및 임상 평가에 관여하는 연구자, 연
구과제 채택 및 연구 리소스를 관리하는 기술경영자, 그리고 생물의약품 개발 과정 전체를 폭넓게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생물의약품의 현장 개발 업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 해양생명공학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3
저자 : 김세권
출판년도 : 2013년
정가 : 29,000원

▶ 소개 : 우리나라는 2004년 [해양생명공학육성법] 이 공포된 이래 정부의 관련 R&D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로 인해 관련 연
구가 매우 활성화 되었으며 국내 대학에 해양생명공학분야의 학과도 1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 관련 연구 인프라도 구
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학부의 교과과정에 해양생명공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국내외 교재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저자는 지난 33여년간 수행한 미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활
용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해양생명공학’ 이라는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해양생명공학’은 유전학, 분자생물학,
기초유전학, 어류의 유전자, 조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해양미생물, 천연물학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전자 클로닝, 어류의 육종기술, 해양신소재, 해조류 및 미세조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해양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해양천연물, 해양미생물의 특징 및 생리활성물질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생물공학의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삽입하였습니
다. 아울러 해양생명공학은 다학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해양생명공학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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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및 정제기술 : 식품 및 바이오산업에의 응용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2
저자 : 이현용, 윤원병, 송상훈, 안주희, 박성진, 이기영
출판년도 : 2012년
정가 : 20,000원

▶ 소개 : 천연물에서 생리활성물질을 비롯한 유용성분을 분리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소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와 개
발이 식품 및 바이오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물 유래 소재의 특이성과 생리활성적 효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성분을 분리하는 공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입
니다. 이같은 연구 노력이 편중된 가운데 한국생물공학회 본서를 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분리정제 교재는 공학적 이론을 다양한 단위공정에서 분리정제에 촛점을 맞추어 적용하고 해석하고자 기술되었습니다.
독자들이 분리정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될 뿐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공정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실전적
인 HAND BOOK 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우리 누룩의 정통성과 우수성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1
저자 : 유대식, 유현영
출판년도 : 2011년
정가 : 18,000원

▶ 소개 : 막걸리의 광풍(光風)속에서 우리의 전통 누룩으로 빚지 않는 막걸리가 우리의 입맛을 고정시키는 현실이 안타깝습
니다. 우리 누룩은 단순한 발효제만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식문화적(食文化的) 차원에서 인식해야합니다.
발효공학의 교과 과목 중 전통주의 강의가 사라지고 더욱이 전통 발효제인 누룩의 역할과 우수성은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누룩에 관한 연구 보고서 형태의 서적이 한국생물공학회 출판사업으로 처음으로 출간되
었습니다. 이 책으로 우리의 전통 누룩의 우수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누룩연구의 재도약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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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물공학회 회비 안내
설립목적 및 사업
한국생물공학회는 생물 공학 기술(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물공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2. 생물공학의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산학 협동
3. 학술연구 및 개발 용역사업 수행
4. 학술연구 발표회, 강연회, 연수회 등 학술활동의 개최
5. 국·영문 학술지, 소식지, 학술회의 Proceedings 및 학술도서의 발간
6. 생물공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7. 기타 국제 교류 등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
회비안내
구분

자격

정회원

생물 공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생물공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60,000원

관련분야 학위 중인 (대학)대학원생

20,000원

학생회원
평의원
종신회원

금액

학회 내규에 의해 선임된 자

100,000원

정회원 중 10년 이상 회원 자격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로서 1회에 해당회비 전액과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

600,000원

도서관회원 관련분야 도서관

150,000원

단체회원

관련분야 단체기관

500,000원

벤처회원

관련분야 벤처기관

300,000원

논문 구독료 BBE, KSBB Journal, BT News 등의 발간물 구독을 원하는 회원에 한해 선택 가능

비고

30,000원

1. 납부방법은 카드결제, 온라인 계좌이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통장 입금시 계좌입금이 확인된 후
유효하다.
2. 종신회원은 정회원 5년, 평의원 3년간 활동 후 가입할 수 있으며, 평의원 종신회원의 경우 매년 정회원
회비를 제외한 금액을 평의원회비로 납부한다.
3. 학위 중인 학생(박사과정까지)을 제외한 신분은 학생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4. 도서관회원, 단체회원, 벤처회원의 경우 연회비에 구독료가 포함된다.

문의처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815호
한국생물공학회 사무국 (TEL: 02-556-2164, FAX: 02-557-2164 E-mail: ksbb@ksb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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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물공학회 광고게재 안내
1. 본
 학회는 약 7,000여명의 개인회원과 200여개의 단체회원이 활동하는 생물공학분야 국내의 대표적인 학회로, 학
계, 연구소 그리고 산업계가 고루 참여하여 생물공학의 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본
 학회에서는 학술지 발간사업을 추진하여 KSCI 등재지 “KSBB Journal”을 매년 각 4회, SCIE급 영문저널인 “BBE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를 매년 각 6회, 그리고 소식지인 “BT News” 매년 2회 발간하여 학회
회원, 국내외의 산업체, 도서관, 연구소 그리고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3. 그
 중 BT News는 생물산업 분야의 최근 동향 및 정보교환, 학회 소식 및 기업체 연구 현황 등을 회원 분들과 관련
기관 및 기업체 종사자 분들께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호마다 약 3000부가 발간되며 바이오관련 국내학회
에서 발간되는 소식지중에는 최대 규모로 BT News지는 기획특집, 최신연구동향, 관련 기관/단체 소식 등 다양한 컨
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BT 업계동향에서는 바이오관련 기업들의 신기술 및 신제품 소개 등을 다루고 있습
니다.
4. 본
 학회에 게재하는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고취시켜 회사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
료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광고게재를 요청하오니 생물공학분야에 있어서 귀사의 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
기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광고효과가 지대함을 감안하시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가. 발간횟수 : BT News (소식지) - 2회/년
나. 광 고 비 : BT News (부가세 10% 별도)
앞표지내면(표2)

뒷표지겉면(표4)

뒷표지내면(표3)

내 면(칼라)

내 면(반면/color)

2,5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172 2019 Vol.26 No.1

안내

한국생물공학회 광고게재 신청서
◆ 신청 및 계약자 정보
(한글)

회사명
주

(영문)

소

(

-

)

담당자
전

직위/부서

화

내선#

팩

E-mail

스

홈페이지

귀 학회의 BT News에 아래와 같이 광고게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십시오.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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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임원명단

한국
생물공학회

명예회원
공재열
김우식
김재형
김정회
목영일
박돈희
박정극
백운하
송승구
송지용
유연우
유영제
이용현
장호남
조영일
최차용
허병기

영문편집위원회
부경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아주대학교    
전남대학교
동국대학교
두산    
부산대학교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아주대학교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KAIST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위원장
이   사
이   사

윤종원
강택진
정규열

국제협력위원회
대구대학교
동국대학교
POSTECH

국문편집위원회
위원장
이   사
이   사

신현재
김진우
하석진

조선대학교
선문대학교
강원대학교

학술위원회
위원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차형준
김교범
서상우
정기준
최유성
최종훈

POSTECH
인천대학교
서울대학교
KAIST
충남대학교
중앙대학교

회   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이희찬
이지원
이철균
김덕상
김의중
이규성
이상목
이종대
이태규
차형철
천병년
허은철

선문대학교
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싸토리우스코리아㈜
㈜제노포커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큐어팜
㈜큐젠바이오텍
(재)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씨애치씨랩
㈜우정바이오
㈜GC녹십자

감 사
김종덕
김기옥

전남대학교
(재)제주테크노파크

위원장
공동위원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윤현식
안용호
권대혁
박철환
서정현
전태준

인하대학교
삼성바이오로직스㈜
성균관대학교
광운대학교
영남대학교
인하대학교

기획사업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박진병
조성민
나정걸
박시재
박현규
안지영
연영주
이택

이화여자대학교
코오롱생명과학㈜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KAIST
충북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광운대학교

조직위원회
총 무
이   사

한성옥

고려대학교

박철환

광운대학교

부총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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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송효학
백승필
장재형
최신식
홍종욱

KAIST
GS칼텍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김중배
오민규
김선기
유하영
이현호
장미경
황병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상명대학교
명지대학교
순천대학교
인천대학교

홍보소식위원회
재무위원회

회장단

위원장
공동위원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위원장
공동위원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원종인
조광명
김준형
원기훈
이승환
정철희
최윤이

홍익대학교
CJ제일제당㈜
동아대학교
동국대학교
전남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위원장
공동위원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진원
최두복
방석호
이대희
서주현

서강대학교
한국바스프㈜
성균관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민대학교

표준화위원회
위원장
오덕재
공동위원장 백영옥
이   사
박종필

세종대학교
㈜유바이오로직스
대구한의대학교

한국
생물공학회

강선철
강종구
강춘형
강택진
강현아
강희경
고기성
고성환
고의찬
고인영
고휘진
공인수
구만복
구본탁
구윤모
권대영
권대혁
권순조
권무식
권영은
권오석
권인찬
권일근
김경헌
김   광
김교범
김   근
김근중
김기옥
김기호
김남기
김대옥
김대혁
김도만
김동명
김동일
김두현
김명동
김명진
김문일
김문일
김미선
김민곤
김민홍
김범수
김병기
김병수
김병우
김병우
김병진
김병찬

대구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에코필
㈜두산바이오텍
하이테크벤처타운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고려대학교
㈜인바이오넷
인하대학교
식품개발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인천대학교
수원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랜드㈜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인하대학교
바이넥스
강원대학교
(주)LG화학
가천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엠에이치투바이오케미칼
충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의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9 평의원명단

김병홍
김상용
김상진
김선민
김선원
김선창
김성구
김성배
김성준
김성훈
김세권
김소미
김수린
김승욱
김시욱
김양훈
김영기
김영민
김영옥
김영주
김영필
김용균
김용성
김용주
김용직
김용환
김유천
김윤곤
김은기
김은정
김응빈
김응수
김의용
김익환
김인섭
김인수
김인호
김재연
김정윤
김종덕
김종수
김종필
김준형
김중곤
김중균
김중래
김중배
김중현
김지현
김지훈
김진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인하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부경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경대학교
제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양대학교
부산대학교
아주대학교
기술표준원
주식회사 셀트리온
UNIST
한국과학기술원
숭실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한남대학교
(주)유디피아
충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농촌진흥청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경원대학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남대학교

김진우
김진현
김찬화
김창규
김창섭
김창섭
김창준
김창호
김   철
김철호
김태선
김태완
김태진
김태집
김   필
김하동
김학성
김현욱
김현철
김홍진
김희숙
김희택
나   건
나정걸
나재운
남두현
남수완
남인현
남좌민
노광수
노용택
도준상
라채훈
류   강
류근갑
류대환
류두현
류병호
류화원
류희욱
민준홍
민지호
박경문
박기수
박기영
박노동
박두홍
박민성
박병철
박성훈
박송용

선문대학교
공주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콧데상사
㈜빔스바이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태라특허법률사무소
전남대학교
수원대학교
충북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대전바이오벤처타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경성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
순천대학교
영남대학교
동의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계명대학교
유원대학교
POSTECH
한경대학교
성운파마코피아
울산대학교
㈜케이비티
전주대학교
경성대학교
전남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전북대학교
홍익대학교
건국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녹십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UNIST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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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물공학회

박승문
박시재
박영훈
박용철
박용하
박윤제
박장서
박주현
박준성
박제균
박종문
박종필
박중곤
박진병
박진환
박찬범
박창호
박천석
박철환
박태정
박태주
박태현
박한오
박현규
박홍우
반재구
배경동
백세환
백승필
백영옥
변상요
변영로
변유량
복성해
상병인
서근학
서영권
서일순
서정우
서정현
서주원
서주현
서진호
서태석
선용호
성문희
성종환
소재성
손영진
손정훈
송봉규

전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민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공주대학교
동국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POSTECH
대구한의대학교
경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대학교
㈜바이오니아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얀센백신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유바이오로직스
아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재)충남동물자원센터
한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남대학교
명지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상지대학교
국민대학교
홍익대학교
인하대학교
순천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삼양제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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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경
송주영
송준명
송효학
신재기
신종식
신철수
신현재
신화성
심민석
심상준
심영철
안대희
안동준
안익성
안지영
안종철
양문식
양영헌
엄달호
엄숭호
엄영순
여익현
연영주
염경호
염승호
오경근
오광근
오덕근
오덕재
오민규
오병근
오백록
오유경
오유관
오태광
오태진
우건조
우승한
우한민
원기훈
원종인
위영중
유상렬
유승민
유익근
유인상
유장렬
유종훈
유진철
유태현

선문대학교
창원대학교
서울대학교
GS칼텍스
한국수자원공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조선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고려대학교
태평양 기술연구원
명지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충북대학교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
전북대학교
건국대학교
㈜녹십자 백신
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풀무원홀딩스
강릉원주대학교
충북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단국대학교
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영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울산대학교
경원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수원대학교
조선대학교
아주대학교

윤성관
윤성철
윤세억
윤여준
윤영상
윤정원
윤제용
윤종원
윤현식
윤현철
윤현희
윤형돈
이경미
이관순
이균민
이근억
이기세
이기영
이대성
이대희
이덕록
이동우
이동현
이상기
이상명
이상열
이상엽
이상준
이상현
이선구
이선복
이성국
이성희
이승구
이승환
이신영
이연희
이용현
이우종
이우창
이원종
이원흥
이은교
이은규
이은열
이인영
이인화
이재관
이재영
이재흥
이정건

에이프로젠
경상대학교
전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셀트리온
서울대학교
대구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경원대학교
건국대학교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한미약품
한국과학기술원
강원대학교
명지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예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경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건국대학교
부산대학교
POSTECH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동아제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강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삼성종합기술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더멋진바이오텍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삼성종합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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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걸
이정기
이정욱
이정철
이제현
이종대
이종상
이종수
이종일
이준식
이중헌
이지원
이진석
이진영
이진우
이진원
이진태
이찬용
이창수
이처영
이철균
이평천
이한영
이현용
이현호
이혜진
이홍금
이홍원
이희종
이희찬
임광희
임교빈
임동준
임상민
임용택
임현수
임형권
장규호
장덕진
장미경
장상목
장용근
장유신
장이섭
장인섭
장재형
전국체
전계택
전영중
전태준
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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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배재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마크프로
다인바이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빔스바이오
배재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조선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상명대학교
동아대학교
서강대학교
영남대학교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
5T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리엔리국제특허법률사무소
강원대학교
명지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창해에탄올
선문대학교
대구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남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남대학교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바이오트론/한일과학산업㈜
명지대학교
순천대학교
동아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랜드
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강원대학교
경기바이오센터
인하대학교
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정경환
정국훈
정규열
정기준
정귀택
정대균
정민섭
정병철
정봉근
정봉우
정상전
정상택
정선용
정연호
정영기
정용섭
정욱진
정윤경
정윤철
정인식
정주영
정준기
정준호
정철희
정현숙
정형일
정흥채
정희태
조무환
조병관
조승우
조의철
조   훈
주영운
주우홍
주정찬
주   현
지근억
진언선
차영록
차형준
채종찬
채희정
최권영
최덕호
최동성
최두복
최봉혁
최석순
최신식
최용수

충주대학교
㈜두산
POSTECH
한국과학기술원
부경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민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동아대학교
전북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제대학교
한국연구재단
경희대학교
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조선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영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조선대학교
다당앤㈜
창원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인제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농촌진흥청
POSTECH
전북대학교
호서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백신
우석대학교
BASF KOREA R&D
POSTECH
세명대학교
명지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최우석
최유성
최윤이
최윤희
최정우
최종수
최종일
최종현
최종화
최종훈
최창훈
최태부
최한석
최호석
하석진
하성호
한규범
한균희
한남수
한대석
한미정
한성옥
한세광
한세종
한종인
한지숙
허윤석
허   원
허호길
현병환
현형환
홍석인
홍성주
홍순광
홍순호
홍억기
홍원희
홍종욱
황대희
황동수
황   백
황병희
황석연
황석환
황성진
황종식

성균관대학교
충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산업연구원
서강대학교
한국바스프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메타바이오메드
중앙대학교
이수앱지스
건국대학교
울산의과대학교
충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
㈜차바이오앤디오스텍
연세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
동양대학교
고려대학교
POSTECH
극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전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명지대학교
울산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POSTECH
POSTECH
전남대학교
인천대학교
서울대학교  
POSTECH
전남대학교
㈜에코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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