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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화학단백질체학 연구단(연구단장 박승범)은 화학생물학(Chemical Biology) 및 화학단백질체학(Chemical Pro-

teomics)을 기반으로 하는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다양한 질병 관련 단백질의 신호 전달망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연구단은 구체적으로 △의약 유사 저분자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구축, △생체 관찰을 위한 형광 분자 연구, △화학

탐지자의 표적 단백질 규명과 단백질 신호 전달망 해독 등 세 부분을 주요 요소로 삼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단은 인간

의 질환에 관련된 단백질 신호 전달망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질병의 초기 진단과 신약 개발의 실용화를 실

제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의약 유사 저분자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구축

연구단이 독창적인 의약 유사 저분자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주요한 전략은 독점적 구조기반 다양성 추구 합성

(Privileged substructure-based Diversity-Oriented Synthesis, pDOS)전략이다. 이 방법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의약유사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다양하게 합성해 생리활성을 지닐 수 있는 저분자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독점적 구조(Privileged structure)는 여러 천연물이나 생리활성 저분자 물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다양한

생체고분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구조적 모티브이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들의 창의적인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의약유사

저분자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생리활성 조절물질 도

출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리미딘은 우리 몸의

유전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나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RNA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구조 중의 하나로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진 저분자 물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독점적 구조

이다.

이에 연구단은 피리미딘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pDOS

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생리활성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3

차원적 구조와 방향성을 지닌 피리미딘 유도체 라이브러리

를 구축했다[그림 1]. 기존의 피리미딘 기반 생리활성 물질

대부분은 단일 고리 혹은 이중 고리 형태이며, 이중 고리의

경우 주로 피리미딘에 6각 고리 혹은 5각 고리가 융합되어

있는 구조이다. 연구단은 기존 피리미딘 유도체와 차별성을

갖기 위해 피리미딘에 7각 고리를 융합시킨 삼중 이상의 고

리구조를 제안했다. 7각 고리는 6각 고리와 달리 구조적 유

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리화 반응 진행을 가

능하게 한다. 연구단은 피리미딘과 7각 고리가 융합된 핵심

중간체를 합성하고, 이 중간체를 토대로 해 다양한 3차원 구

조와 방향성을 보유한 분자구조들의 합성전략을 수립했다.

이러한 핵심 중간체의 다섯 가지 작용기는 서로 다른 반응조

건을 통해서 선택적인 고리화 반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골격구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양한 3차원 구조와 방향성을 갖는 분자들은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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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피리미딘에 7각 고리를 융합한 중간체를 이용한 새로운
pDOS전략

그림 2. 새로운 pDOS 전략을 통해 합성된 저분자화합물 21f의
LRS-RagD의 상호작용의 선택적 저해 활성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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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생체 고분자(biomacromolecule)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연구단은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특이적으로 조절하는 물

질을 탐색함으로써 라이브러리의 구축 의도를 증명하고자 했다.

Leucine-tRNA Synthetase(LRS)와 Ras-like GTPaseD(RagD) 간의 상호작용은 세포 내 아미노산 농도 의존적으로

mTORC1(mechanistic target of rapamycin complex 1)를 활성화 시키는 작용으로, LRS-RagD의 상호작용 저해제를

탐색함으로써 mTORC1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다. 연구단은 ELISA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pDOS 전략을 통해 합성된

21f 화합물이 선택적으로 LRS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써 LRS-RagD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mTORC1

의 활성화 저해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LRS-RagD의 상호작용을 적용할 수 있는 첫 사례로 보고됐다. 이 연구결과는 국

제적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형광 중심골격체 발굴 통한 구조 광물성 이해

형광유기분자는 사용의 편의성, 접근 용이성, 경제적 우수성 그리고 비침습적인 세포 독성 등을 장점으로 지니고 있어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형광현상이 지니는 복잡한 프로세스 때문에 원하는 물성을 지니는 형광물질

을 얻어내기 힘들며 그 물성을 예측하고 조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형광유기분자 연구

들은 사이아닌(Cyanine), 보디피(Bodipy), 플루오레세인(Fluoroscein)과 같이 기존에 알려진 대표적인 형광유기물질들

의 반복적인 응용과 변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연구단은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조합화학적인 접근방식을 이용해

새로운 형광 중심골격체(Seoul-Fluor) 발굴과 체계적인 라이브러리 구축을 통해 구조-광물성 이해에 대한 심도 깊은 연

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서울플로어(Seoul-Fluor)는 인돌리진(indolizine)

기반의 골격 구조를 바탕으로 개발된 기존의 형광

물질과 차별화된 형광분자로, 연구단은 R1, R2, 그

리고 R3그룹의 변형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

행하고 있다. 연구단은 다년간 축적된 구조-광물

성 간의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서울플로어 시

스템을 다양한 형광 바이오 프로브 디자인에 활용

했으며 이를 통해 비율척도(ratiometric) pH 센서,

PTP 센서, 활성산소(ROS) 센서, 지방방울(LD) 프

로브 등을 효율적으로 발굴했다. 특히 지방방울 프

로브의 경우는 신약개발을 위한 초고속스크리닝

시스템(HTS)의 형광 프로브로서 활용성이 우수하

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연구성과는 국제적 학술지 『어카운트 오브 케미컬 리서치(Accounts of Chemical Research)』에

게재됐다.

또한 다양하고 유용한 형광 물질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형광 분자의 물성 개선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단은 서울플로어

의 후속연구로 양자화학적 수치인 진동자 강도(oscillator strength)를 활용해 형광 유기분자의 분자 흡광도를 합리적으

로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을 개발하고 새로운 형광분자를 발굴했다. 연구단은 기존의 인돌리진(indolizine) 기반 형

광 물질인 서울플로어(seoul-Fluor)보다 분자 흡광도 측면에서 월등히 개선된 퓨로인돌리진(furo[3,2-e]indolizine) 구

조 기반의 새로운 형광 물질을 발굴했다. 그리고 양자계산을 통해 얻은 수치인 진동자 강도와 S0-S1 에너지 값이 각각 퓨

로인돌리진 분자들의 분자 흡광 계수와 형광 방출 파장과 밀접하게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림 3 형광 파장의 색깔과 밝기 조절이 가능한 형광분자 서울플로어

서울대학교 화학단백질체학 연구단



38 화학세계 2017. 09

연구단은 연구단에서 개발한 디자인 전략을 활

용해 기존 서울플로어 형광 분자들보다 3배~4배

밝은 파란색, 녹색, 적색의 새로운 형광 분자들을

효율적으로 도출했다. 연구단의 디자인 전략은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기능성 물질들(유기발광다이오드,

염료감응태양전지 등)의 물성 개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연구결과는 국제

적 학술지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에 게재됐다.

신경염증 억제 물질인 ICM 발굴

신경염증은 병원체 감염, 부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기저 면역 반응이다. 과도한 신경염증은 뇌를 포함한 중

추신경계의 손상과 세포사멸의 원인이 된다. 신경염증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

며 이를 억제시킬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단은 표현형 기반 검색법(Phenotypic screening)을

통해 신경염증 억제 물질인 Inflachromene(ICM)을 발굴했다. 

연구단은 신경염증 억제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 우선 LPS 유도 미세아교세포 활성화(LPS-induced microglial activa-

tion) 억제 스크리닝을 진행했다. 연구단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pDOS 접근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3천 500여 종의 의약 유

사 화합물 라이브러리에 대한 스크리닝을 진행한 결과, 연구단은 다양한 면역 조절자(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해 항염증

효과를 보이는 ICM 화합물을 발굴했다. ICM은 면역 신호 전달 체계에 대한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신경염증에 의해 발생

한 뇌세포 및 신경세포의 독성을 억제하고 뇌신경을 보호하는 작용을 나타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적 학술지 『네이처 케

미컬 바이올로지(Nature Chemical Biology)』에 게재되었다. 

이어 연구단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표적 단백질 규명기술인 FITGE 기술을 이용해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과 작용기전을 증명했다. 연구단은 ICM의 단백질 표적인 HMGB2를 효과적으로 발견했으며 추가적인 세포 및 동물

실험을 진행해 ICM이 HMGB1 및 HMGB2와의 결합을 통해 항염증 제제로써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단이 발굴한 ICM은 뇌손상 억제 및 신경보호 작용뿐만 아니라 차세대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고 평가받고 있다. 이 연구성과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의 해법 제시뿐만 아니라 간염, 췌장염, 관절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받고 있다.  

그림 4 진동자 강도 값을 이용하여 분자 흡광도가 개선된 퓨로인돌리진을 개발한
모식도

그림 5. 뇌를 비롯한 신경계의 미세아교세포가 외부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면 HMGB 단백질이 분비되고, 이들이 주변에 있던 다른 미세아교세포를
활성화시켜 신경염증이 확산됨으로써 다양한 퇴행성 신경 및 뇌질환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ICM은 HMGB 단백질의 분비를 저해하여
신경염증의 확산을 막음으로써 신경독성 억제 및 신경보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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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과 마이크로RNA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저분자 물질의 발굴

연구단은 LIN28 단백질과 let-7 마이크로RNA 전구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화합물을 발굴했다. LIN28은 성인

의 정상 체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암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발견되는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은 let-7 마이크로

RNA 전구체와 결합함으로써 성숙한 let-7 마이크로RNA가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막는다. let-7 마이크로RNA는 암

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LIN28단백질은 암의 발생에 큰 역할을 하

게 된다. 때문에 LIN28 단백질과 let-7 마이크로RNA 전구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화합물 발견은 중요하다. 

이에 연구단은 LIN28 단백질과 let-7 마이크로RNA 전구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화합물을 발굴했다. 연구단은

우선 LIN28 단백질과 let-7 마이크로RNA 전구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한 형광공명 에너지 전이(FRET) 기반

분석법을 개발했다. 

연구단은 이 분석법을 토대로 수많은 화합물의 활성을 고효율 스

크리닝(high-throughput screening)을 통해 분석했으며, pDOS

기반의 저분자 상호작용 저해제를 도출했다. 연구단은 이 결과를

활용, 세포 내의 let-7 마이크로RNA의 생성량이 증가함에 따라

let-7에 의해 조절되는 암발생 유전자(oncogene)인 c-Myc,

HMGA2, Ras 등의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도 확인했다.

연구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LIN28의 기능 억제라는 새로

운 작용기전을 가지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저분자 물질로 단백질―RNA 상호작용을 조절

하는 것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밝혀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적 학술지 『미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게재됐다. 

“우리 연구단은 화학생물학 연구에 기반해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을 밝혀내고
나아가 다양한 불치병, 난치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해 인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대 화학단백질체학 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박승범 교수는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하버드 대학의 Stuart L.

Schreiber 교수 연구실에서 HHMI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04년 서울대 화학부에

조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단백질 신호 전달망에 대한 분자수준의 이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박 교수는 KCS-Wiley Young Chemist Award(2009년), 젊은 과학자상(대통령상, 2010년),

장세희 학술상(2010년), 이달의 과학자상(2015년)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으며 2009년과 2013년

에는 국가우수연구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현재 연구단에는 2명의 박사후연구원과 17명의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SPARK Biopharma를 창업하여 창의

연구단의 연구결과들이 실질적인 신약개발에 접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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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IN28―let-7 상호작용 저해제 유무에 따른 let-7 전구
체의 변화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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