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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정보는 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알려주고, 단백체 정보는 환자의 실시간 단백질 상태를 알려준다. 유전

체와 단백체를 체계적으로 통합한 유전단백체 정보를 통해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진다. 암에서 발견되는

유전자변이가 단백질로 발현되지 않을 경우 진단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없다. 또 암에서는 유전자변이 없이도

단백질 발현량 변화나 수식화 수준의 변화가 주요 조절인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전체와 단백체 정보를 쌍방향

으로 통합하면 난치암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필요한 바이오마커의 발굴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 변이

및 단백질 변환으로 생기는 질환의 약물유전체 맞춤치료, 동반 진단, 표적 치료, 질병 위험도 예측이 가능해진다. 

최근 암 정밀의료 연구에서 유전단백체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전단백체가 각광받는 이유는 첫째,

RNA 정보가 대체적으로 32% 정도만 단백질발현을 제대로 예측하고 있으며, 유전체데이터만을 사용하였을 때에

비해, 단백질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더 암아형분류(cancer subtyping)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전체

데이터보다 유전단백체 통합데이터가 암치료반응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려대 유전단백체연구센터(센터장: 이상원)는 급증하는 국내 유전단백체 및 단백체 연구수요에 대응하여,

유전체 및 단백체 시료준비부터 데이터 생산, 분석 및 해석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주기적 유전단백체 및 단백체

연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기발병 위암에 대한 유전단백체연구(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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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정보통신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를 수행해 위암이 발암신호전달에

따라 4개의 유전단백체 아형들로 분류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혔으며, 연구

결과를 암 연구분야 최상위 학술지인 『캔서 셀(Cancer Cell)』지에 게재

했다.

2017년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사업(기반

산업화 인프라사업)의 지원을 받아 췌장암에 대한 유전단백체 연구를 수

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교육부 기초연구역량강화사업의 핵심연구지

원센터 조성지원 과제를 통해 유전단백체 핵심요소기술들을 독자개발하

고, 개발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유전단백체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의 암단백유전체연구단에서 10개 암

질환에 대한 유전단백체 연구 중 본 센터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방사선치

료 저항성 기전을 밝히기 위한 유전단백체 연구를 위탁 진행하고 있다. 한

편, 연구센터는 미국국가암연구소(NCI)의 유전단백체 연구(CPTAC)과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국제암유전단백체 콘소시엄(ICPC)의 정식회원기

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위암과 췌장암 그리고 자궁암에 대한 유전단백

체 연구에 대한 국제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경 없는 암 질환에

대한 세계적 정밀의료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CPGR의 연구부문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 진다. 이상원 교수는 질량분석 기반의 단백체학 전문가로서 최근에

는 유전단백체 연구를 선도하고 있고, 국책과제로 조기발병 위암에 대한 유전단백체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는 췌

장암과 자궁경부암의 유전단백체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 교수는 독자개발 유전단백체 연구플랫폼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축적한 세계적 수준의 유전단백체 연구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암유전단백체 국제협력연구 및 정밀의료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김준곤 교수는 질량분석 기반 분석화학 전문가로서 이온이동도 질량분석 분야를 선도하며 생물학적 분자의 구

조와 동역학을 분석할 수 있는 독창적 장비와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해 단백체 구조동역학 연구의 방법론 개발과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술을 확장한 SLIM(Structures for Lossless Ion Manipulations) 기술은 최근

단일세포단백체 연구를 가능케 할 유력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김 교수는 비정형적 단백질의 접힘 중간

체 구조분석과 세포 내 타겟 물질의 정성/정량 분석법을 개발, 속도론 기반의 아밀로이드 섬유의 제어법을 도출

퇴행성 뇌질환의 병인분석과 치료기술개발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김학중 교수는 유기합성 및 효소학 전문가로서 다양한 의약화학 및 화학생물학 분야 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세포 내 발현 조절의 중추적 요소인 후성유전학(epigenetics) 기전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새로운 화학적 도구 개

발 연구를 수행 중이다. 후성유전학 기전은 단백질 아세틸화, 메틸화 등과 같은 단백질 번역후 변형(PTM)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상원 교수가 보유한 광범위 PTM 프로파일링 기술과 접목하여 신규 항암 화합물에 의한 후성

유전학 작동기전의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다양한 선형 및 고리형 펩티드를 루틴하게 합성하여 후성

유전학 관여 단백질의 리간드 혹은 저해제로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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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암 발암신호전달에 따라 4개의 유전단백체 아형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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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 선도개발 유전단백체 및 단백체 분석기술

연구센터는 지난 7년간에 걸친 위암 유전단백체 연구과정에서 개발되고, 검증된 최고 수준의 글로벌프로테옴 및 수식화프

로테옴 프로파일링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환자 시료의 단백체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차세대유전체데이터의 유전자 분

석범위에 근접한 글로벌단백체와 인산화 등 수식화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체데이터와 단백체 데이터의 효과적

인 통합을 하는 것이 연구진의 목표이다. 이 기술은 수술 후 재발, 병기, 아형(subtype) 등의 임상 데이터와 연계분석(associ-

ation analysis)을 함으로써 ‘질환 기전에 대한 driver(질병을 일으키는) 유전변이 규명’, ‘유전변이에 상응하는 하위 단백질

및 수식화 및 신호경로 도출’, ‘임상데이터와 관련된 유전단백체 시그너처 발굴’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수술 후 재발에 관련된 유전자, 단백질 및 수식화 특징을 발굴하여, 조기재발 혹은 치료불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다중마커들을 도출하고, 이들에 대한 기전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유전단백체 다중마커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그리고 연구진은 수년간의 위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지방조직 및 여러 가지 세포주 실험을 토대로, 다양한 시료를 분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료 특색에 맞는 최적화된 표준작업절차(SOP)를 작성하고 있다. 

연구진은 다년간 고효율, 고분해능, 고재현성의 단백체 분리기술을 개발하여, 국내특허 8건과 해외특허 9건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원천기술들이 적용된 5점의 초고압 LC 장비들을 보유, 세계적인 수준의 단백체 분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

다. 세계 최고 기술인 DO-NCFC-RP/RPLC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인체조직 프로테옴 시료에 적용하여, 동일한 시료로

부터 기존기술 대비 2배 이상 많은 펩티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을 검증했다(Lee, et al. 2016 Anal Chem). 이와 함께, LC와

MS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고감도 질량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Ｉ 센터 보유 기술  

①단백체 시료기술    ②선도개발 LC-MS/MS 기술    ③단백체 데이터 분석기술 및 유전단백체 데이터 통합분석기술

연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는 ‘단백체 시료기술’이다. 연구진은 환자 유래 시료에 대한 전처리 과정과 이후 단

백체 시료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들을 연계 적용함으로써 단백체 연구에 최적화된 시료기술들을 축

적하고 있다. 내시경 생검조직과 같은 미량의 조직시료에서 펩티드시료와 수식화 시료를 얻는 전 과정에 대해 광범위하고 다

양한 표준작업절차(SOP)들을 다수 확립하여, 높은 재현성의 최적화 단백체 시료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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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전단백체연구 기반 다중마커 후보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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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구센터는 ‘선도개발 LC-MS/MS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진은 ‘비연속적 시료 분획 및 통합' 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이차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기술 (DO-2D-NCFC (Non-Contiguous Fractionating and Concate-

nating) RP/RPLC)을 활용해 고감도, 고효율의 췌장암조직 분석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기술에서는 일차원 분리에서 서로 다

른 시간에 용출된 분획들을 하나로 통합한 뒤, 이차원 분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리 직교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통해 분리

봉우리용량을 극대화했다. 특히, 한 번의 시료 주입 이후의 모든 실험 과정을 자동화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비연속적 분획 및

통합기술에서 필요로 했던 수작업실험과정(예: 오프라인 분획, 통합, 클린-업, 건조, 오토샘플러 시료주입)을 대체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료의 손실 또한 최소화했다. 또한 두 개의 분석컬럼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며 칼럼 재 평형화에 소요되

는 휴지시간 (dead time) 없이 고효율의 LC-MS/MS 실험이 수행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단백질이 극소량 존재하는

췌장암 시료에 대해 고 정보력을 갖는 프로테옴 및 인산화 프로테옴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구센터는 세계 유일의 온라인 NCFC 원리의 RP/RPLC 기술을 새로운 고속, 고감도 사중극자-오비트랩 질량분석장비인

Q Exactive HF-X (QE-HF-X) MS 장비와 연계하였다. QE-HF-X 장비는 높은 multiplexing 동위원소표지 정량법인 10-

plex TMT 시료 분석에 최적화된 질량분석 조건이 적용되어 있다. 이 장비는 1초에 한 번의 MS scan과 열 번의 MS/MS

scan을 고분해능 (45,000)으로 수행할 수 있어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DO-NCFC-RP/RPLC 시스템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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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재현성 균일 조직시료 배분 SOP

그림 4. SEPG에 의한 단벡체-수식화 통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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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옴 프로파일링이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QE-HF-X 질량분석장비의 실험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 자체 개발한 나노전기분무이온원(ClearView NanoESI)을 적용, 추가적인 감도 향상을 이루었으며, 분리시스

템과 연동을 최적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발판을 마련했다. 

연구센터는 ‘단백체 데이터 분석기술 및 유전단백체데이터 통합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질량분석기를 통해 얻어지는

엄청난 LC-MS/MS 데이터로부터 광범위한 단백질을 동정하고 유의미한 변이 또는 수식화 단백질을 찾기 위해서는 고도의

질량분석데이터 정보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연구센터는 다년간의 단백체 연구를 통해 다양한 원천개발 요소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MS/MS 스펙트럼 상에 동시 분해된 다중 펩티드들을 모두 동정하여 LC-MS/MS 데이터로부터

최대의 단백체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mPE-MMR 기술, 환자 유래 유전체 데이터로부터 최적화된 환자별 단백질 DB를

생산하는 기술과 이로부터 환자별 발현 변이단백체를 고감도로 동정할 수 있는 데이터분석기법, 통상적인 기법으로 해석되지

않는 MS/MS 데이터로 부터 다양한 수식화 단백체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Multi-Stage DB 탐색기법, 다층데

이터 클러스터링에 의한 아형탐색 및 신호전달/네트워크 분석기술 등 다양한 유전단백체 통합분석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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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PGR의 Proteomic Profiling Platform

그림 5. DO-NCFC-RP/RPLC system

우수선도연구기관



Ｉ 전주기적 유전단백체 및 단백체 연구센터 조성 및 운영 계획

CPGR은 고려대학교 아산이학관 내에 시료준비실, 단백체분석실, 질량데이터분석서버실을 구

축하여, 시료 준비, 분석, 데이터 생산, 처리 및 해석 등 전 과정에 걸친 전주기적 유전단백체 및 단

백체 연구 솔루션을 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축된 유전단백체연구센터의 홍보를 통해 대학, 병원,

기업 등의 높아진 유전단백체 연구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공동연구를 도출하고, 공동연구 분석

료 수임을 통한 안정적인 센터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석서비스를 통해 소

귀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센터의 장비들을 ZEUS 시스템에 등록하여 외부사용자의 장비접근

성을 높이며,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운용하여 연구장비의 운영 지속성을 제고 할 것이다.

시료준비실 및 서버실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계획 중에 있고, 단백체분석

실 장비들은 센터의 전담운영인력과 센터 대학원생들만으로 운영한다. 

연구센터는 단백체 분석 플랫폼별로 공동연구결과의 기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센터가 게재한

연구논문들과 시료 가이드라인 등의 이용자 준수사항들을 ZEUS 시스템에 명시하고, 공동활용서

비스 이용수가표를 ZEUS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https://www.zeus.go.kr/core?cloudId

=20190722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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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o u t

이상원 센터장
Prof. Sang Won Lee

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상원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2002년 고려

대에 부임해 유전단백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참여교수 3인(이상원, 김학중,

김준곤교수)과 센터전담운영인력인 2인의

내부운영위원 5명과 1명의 외부운영위원

(서울대 황대희교수)으로 총 6인의 운영위

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매년

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석박사

20명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센터는 고도의 기술집약이 

요구되는 유전단백체 연구기술이 

축적된 단백체 및 유전체 연구기술을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전주기적 

유전단백체 연구센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 정밀의료연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7. 유전단백체 데이터통합분석 파이프라인

그림 8. 유전단백체 연구센터의 분석서비스 이용 절차

고려대학교 유전단백체연구센터(Center for ProteoGenome Research, CPG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