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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단은 합성/생유기 화학과 화학생물학 기술을 단백질체학 연구에 적용하여 불치병 또는 난치병과 관련된 생물학적

현상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내용은 △단백질-단백질/생체고분자 상호작용을

섭동하기 위한 분자 다양성 확보, △신규 화학 탐지자의 개발, △특정 표현형 변화 스크리닝, △새로운 단백질 네트워크를

밝히기 위한 표적 단백질 동정법의 개발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단백질 신호 전달망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약물 개발

과 초기 진단의 실용화로 이어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단백질-단백질/생체고분자 상호작용을 섭동하기 위한 분자 다양성 확보 

: 독점적 구조 기반 다양성 추구 조합화학 – 새로운 생리활성 저분자 물질 개발의 시작

■

본 연구단에서는 새로운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저분자 유기화합물을 합성하고자 독점적 구조 기반 다양성 추구조

합화학(Privileged substructure-base Diversity-Oriented Synthesis) 합성 전략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생리활

성 저분자 물질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독점적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중심골격 자체의 3차원 구조의 특성이 새롭고 다양한

화합물군의 효율적인 합성경로들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포현형 기반 스크리닝을 통하여 새로운 생리활성 저분자

물질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독점적 구조 기반 다양성 추구조합화학 전략을 이용하여 구축된 저분자 화합물군의

가치를 증명하였으며,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여 『JACS』에 발표하였다(J. Am. Chem. Soc. 2014, 136, 14629-

14638).

신규 형광 탐지자의 개발

■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시세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생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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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화학 탐지자가 반

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종류의 화학 탐지자들 중

특히 가시광선을 발산하는 형광물질은 선택성과

민감도가 탁월하기 때문에 생명현상 연구뿐만 아

니라 유해물질 검출, 각종 질병진단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형광물질들을 실제로 생명

현상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광 파장과 밝

기와 같은 형광물성들이 조절 가능한 분자를 발굴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본 연구단에서는 인돌리진(indolizine)을

분자골격으로 삼고, 중심골격에 연결된 작용기를

체계적으로 변형하여 형광 분자라이브러리를 확

보하고 이를 서울플로어(Seoul-Fluor, SF)라 명

명하였다. 서울플로어의 중요한 특징으로 △가시

광선 전 영역에 걸쳐 형광을 방출하며 방출 파장의 예측이 가능, △광유발 전자전이(PET)현상을 이용하여 양자수율(Quan-

tum Yield)의 조절 및 예측이 가능, △분자내전하이동(Intramolecular Charge Transfer, ICT) 현상을 이용해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한 형광 물질 개발 가능, △형광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연결기의 화학적 변형을 통해 다양한 생체 분자와의

결합 및 분자의 물리화학적 물성 조절 가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서울플로어는 다양한 물성들을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이온농도 센서, 지방방울(lipid droplet) 센

서, 활성산소종(ROS) 센서 등을 효율적으로 디자인하여 개발할 수 있었고, 새로운 생리학적 기능을 갖는 저분자 물질 발굴

을 위한 형광 탐지자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정 표현형 변화 스크리닝

■

본 연구단은 형광물질을 이용한 타겟 맞춤형 바이오프로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형광 현상은 생물학 연구에서 널리 사

용되는 현상으로 살아있는 세포나 개체에서

원하는 현상을 형광을 통해 관찰하는 데에

이용된다. 본 연구단에서는 이러한 장점에

착안하여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관찰할 수

있는 포도당 바이오프로브, 지방방울의 형성

을 관찰할 수 있는 지방방울 바이오프로브

등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형광 바이오프로브

는 이미지 기반의 고집적 스크리닝에 적용하

였다. 고효율의 형광 이미징 장비를 이용한

이미지 기반의 고집적 스크리닝은 한 번의

스크리닝으로부터 세포가 표현하는 여러가

지 특징들을 정보화할 수 있는 효율적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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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닝 방식이다. 본 연구단은 포도당 바이오프로브/지방방울 바이오프로브를 이용한 고집적 스크리닝에 연구단에서 구축

하고있는 pDOS 라이브러리를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스크리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활

성 저분자 물질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실질적인 활성 물질 도출 사례로써,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물질로 발굴된

저분자 물질 가운데 분화된 근육 세포에서 특징적으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였던 물질의 경우에는 FITGE 플랫폼을 이용

한 표적 단백질 동정의 결과 PPAR gamma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함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당뇨병 기전조절의 기초를 확

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앙게반테 케미(Angew. Chem. Int. Ed.)』에 개제되었고 표지로 선정되었다(Angew.

Chem. Int. Ed. 2014, 53, 5102-5106). 

형광 기반 표적 단백질 동정 기술을 이용한 단백질 신호 전달망 해독

■

표적 단백질 동정은 생리활성 화합물이 어떤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밝히는 과정이다. 표적 단백질을 규명

함으로써 생리활성 화합물이 작용하는 기작을 밝히고, 약

물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본 연구단에서는 광친화성 탐지자를 기반으로 하여 높

은 신호대 잡음비를 가지는 FITGE(fluorescence dif-

ference in two dimensional gel electrophoresis) 기

술을 확립하였다. 이 기술에서는 생리활성 화합물에 광공

유 결합그룹과 말단 알카인 그룹을 도입하여 화합물을 표

적 단백질에 공유결합시키고 형광(Cy5)으로 표지한다. 비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을 배제하기 위해 대조군으로

써 음성 프루브를 이용하여 실험한 다음, 다른 형광(Cy3)

로 표지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샘플을 섞어서 이차 젤

전기영동을 하여 단백질체를 분리한다. 젤에서 대조군의

형광을 제외함으로써 표적 단백질의 위치를 확인하고, 질

량분석을 통해 이 단백질의 정체를 밝혔다. FITGE 기술

을 확립함으로써 항암제, 포도당 흡수 증강제, 항신경염

증 물질 등 여러 화합물의 표적 단백질을 성공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

포도당 흡수 촉진 물질의
표적 단백질 동정 사례로 

당뇨병 기전조절의 기초 확립

Angew. Chem. Int. Ed
2014, 53, 510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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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단은 합성/생유기 화학과 화학생물학 기술을 단백질체학 연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불치병 또는 난치병과 관련된 생물학적 현상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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