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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실소개학 연구실
단국대학교
종양유전학 실험실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저희 종양유전학 연구실에서는 임상 및 전임상 시료를 이용하여
여러 종양의 유발 및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이 유전자를 대
단위 구조 및 기능유전체 기반 실험법을 활용하여 시스템적으로 발
굴하고, 다양한 전임상 연구 모델을 확립하여 이들 변이유전자들의
분자유전학적 작용 기전 연구를 통해 이질적 특성 보유 종양의 특
이적 유발 경로의 체계적 규명 및 임상 유의성 검증, 궁극적으로 이
들 변이유전자의 효과적 제어를 통한 새로운 항암 임상 적용 기반
마련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양유전학 실험실 연구 수행 개요]

단국대학교
종양유전학 실험실

조정희 교수님

단국대학교 종양유전학 실험실 소개
특히, 다음의 핵심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
재 여러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태생적이고 내재적 한
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APT 경쟁제가 아닌 기
규명된 EGFR 돌연변이 활성화의 생물학적 특

가) EGFR 분자표적치료제 내성 극복 연구
상피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성에 기반한 새로운 차원의 효과적 EGFR 분자
표적치료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Factor Receptor, EGFR)의 여러 유전적 변이
는 다양한 종양 유발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

다) KRAS 돌연변이 종양의 효과적 분자표적

며, 특히 폐암 유발의 30~40%를 차지 할 만큼

치료 전략 수립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분자표적치

KRAS 돌연변이는 모든 종양을 통틀어 현재

료제를 통한 종양 환자 내 EGFR 돌연변이의 비

까지 가장 높은 빈도로 발견되는 발암 유발 유

이상적 활성화의 효과적 억제는 임상 효용성이

전자 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

입증되어 폐암 항암 치료 전략으로 널리 사용되

지도 뚜렷한 분자표적억제제가 개발되지 못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뛰어난 항암 효과

였으며, 이로 인해 현재 KRAS 돌연변이 보유

에도 불구하고 EGFR 분자표적 약물 반응성이

종양 환자의 효과적 임상 전략이 부재한 실정입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약 1년 미만 안에 대부분

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현재 난치성 질환인 약

의 환자에게서 다양한 기전에 의한 약물 내성이

50%의 KRAS 돌연변이 보유 전이성 대장암의

유발되어 결국 임상적 효용성을 상실하게 됩니

효과적 치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오가노이드

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현 EGFR 분자표적

등의 전임상 모델을 활용한 synthetic lethal

치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효과적 항암 전략

스크리닝 접근법을 통해, KRAS 돌연변이에서

수립을 위해 다양한 전임상 모델 및 통합 유전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분자치료제 개발

체학적 기법을 활용한 다각적 연구를 진행 중입

표적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이들의 작용 기전

니다.

및 임상 적용 유의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새로운 EGFR 분자표적치료제 개발 연구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EGFR 분자표적치료제
는 APT 경쟁제 기반으로, 표적 EGFR의 추가
돌연변이에 의한 결합 부위 지역의 미세 구조적
변화에 따라 이들 약제의 결합력, 즉 약물의 효
용성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2. 실험실이 자랑스럽게 보유하고 있는, 또는 공유하고 싶은 특별한 연구기법, 경험,
이론 등이 있다면?
가) 대단위 shRNA/ORF pooled 스크리닝 기

정성 정량적 분석이며, 다양한 실험 조건에 의

반 “loss-of-function” “gain-of-function” 연

해 유도되는 표현형에 연관성을 갖는 세포내 유

구 기법

전자 또는 신호전달체계를 시스템적이고

본 연구실에서는 오랜 기간의 연구 개발을 통

“unbiased” 하게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

해 일련의 대단위 shRNA/ORF pooled 스크리

우 유용합니다. 현재, 이러한 대단위 기능유전

닝 기반 “ loss-of-function” 및 “ gain-of-

체 연구 방법은 본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function” 연구 기법을 확립 및 최적화 하였습

연구의 핵심 추진 전략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

니다. 본 연구법의 핵심은 차세대 시퀀싱을 통

며, Crispr/Cas9 기반 독립적 검증 실험을 통

한 각 실험 연구 모델에 존재하는 바코드의

해 이러한 연구 기법의 효용성이 입증했습니다.

[Pooled shRNA/ORF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을 활용 한 후보 유전자 발굴 모식도]

[A: Access Array platform을 통한 표적 amplicon 형성원리.
B: Access Array용 IHC chip 플레이트 모식도]
나) Multiplex PCR 기반 NGS 통한 표적 시퀀
싱 최적화

EGFR의 효소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kinase

도 메 인

이 형 화 (asymmetric

다양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유전자의 임상 시

dimerization) 형성을 방해하여, EGFR의 세포

료 내 유전적 변이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실

내 활성화를 억제함이 보고되었습니다. 본 연구

에서는 플루다임사의 access array 장비를 활
용하여 고민감도의 Multiplex PCR 기반 표적
시퀀싱 분석법을 최적화 하였습니다.
이 방 법 은 최 대 48 개 의 시 료 와 48 개 의
primer pair를 사용하고 필요시 바코드를 활용
하여 최대 200개의 시료에서 여러 표적 유전자
를 20,000X 이상의 고민감 및 저비용으로 시퀀
싱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낮은 빈도로 존재

실에서는 이러한 Mig6의 음성피드백 기전에 의
한 EGFR 활성화 조절 작용 외에, 추가로 Mig6
의 특정 부분(세그먼트 2 도메인)에 Src 및
EGFR에 의해 유도되는 인산화가 EGFR 활성화
억제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규명하였음.
특히, 이러한 Mig6 Y394/Y395부분에 유도
된 인산화는 EGFR의 기질 부분에 강력하게 결

하는 표적유전자의 변이를 다양한 시료에서 발

합하여 더 이상 EGFR이 다른 기질과 결합 및

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산화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단백질 3차 구조
및 다양한 분자유전학, 생화학적 실험을 통해

실험실이 속한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진

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Mig6는 최소 2가지의

지난 5년 간 가장 중요한 발견이나 업적

서로 다른 기전에 의해 활성화된 EGFR를 효과

은 무엇이며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나요?

적으로 억제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뇌종양

다양한 리간드에 의해 활성화 되는 EGFR은

환자 시료 분석 결과 Mig6의 결실 변이가 높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 등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빈도로 발견되었으며, 특히 EGFR 유전자의 증

수행하며, 기 활성화된 EGFR은 세포내 다양한

폭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

분자 기전에 의해 조절되어 다시 비활성화 되게

적으로, 본 연구는 EGFR의 증폭된 유전적 배경

됩니다. Mig6 단백질은 EGFR의 전사 작용에

하에서 Mig6의 결실은 뇌종양 유발의 중요한

의해 발현이 유도되는 음성피드백 조절자로서

유전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며, Mig6는

새로운 종양억제유전자임을 제시에 큰 중요성

을 이용한 The Cancer Genome Atlas (TCGA)

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하버드 대학의 구조생

와

물학자이신 Michael Eck 실험실과 공동연구

Consortium (ICGC) 등 수 많은 대단위 종양유

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실의 김나영 학

전체 연구를 통해 기존에 불가능하였던 여러 종

생(현 본 실험실 박사후과정생)이 공동 제1저자

양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전적 변이를 체계적으

로 Nature Structural & Molecular Biology

로 밝혀내었으며 다양한 후속 기능 연구를 통해

에 2015년에 게제 하였습니다.

중요 발암 연관 유전자(oncogenic driver)를

International

Cancer

Genome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실험실이 속한 연구 분야에서 앞으로 10

현재 다양한 분자표적 약물들의 개발 및 이들의

년 내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임상 효용성에 대한 검증들이 다각도로 활발히

문제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항암 면

최근 차세대 염기 서열법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의 비약적 발전은, 종양생
물학을 포함한 기존 여러 생물학 및 의약학 분
야 연구의 새로운 연구 영역 구축에 중요한 견
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NGS 기법

역치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각
환자의 유전체 변이에 기반 한 대상 환자 선별
그리고 효과적 면역 및 분자맞춤치료 전략의 임
상 적용을 통해 난치성 종양 환자의 생존률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ig6에 의한 EGFR 활성화 억제 음성 피드백 조절 기전]

연구 수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

또한, 국가 연구비를 통해 구축된 훌륭한 연구

엇인가요?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

인프라가 개별 연구자 사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나요?

여타 필요한 연구자들도 활용하여 연구의 효율

최근 연구의 큰 흐름 중 하나는 타 연구 분야
(공학 등)와의 융합적 접근을 통해 기존과 다른

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 마
련 또한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연구 영역 구축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융합적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힘든 연구와 쉽지 않은 실험실 내 인간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공감하고 있지만, 타 연

관계에 지칠 때 무엇이 위로해 주고 힘

구 분야와의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을 북돋아 주나요?

어떠한 방식의 융합적 연구가 가능한지를 알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의 지도교수님이

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

셨던 Matthew Meyerson께서 종양 유발의 이

다. 현재 국내 수많은 생물학 관련 학회가 있으

질성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자주 인용하시는

며 다양한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향후,

문장 중, 러시아 “Leo Tolstoy” 작가의 “All

학회 차원에서 타 분야 학회와의 학술 교류 창

happy families are alike; each unhappy

구를 마련하고 나아가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통

family is unhappy in its own way.” 있습니

해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융합적 사고”에 대한

다. 제게 큰 울림과 위안을 주었던 이 글로 질문

심도 깊은 논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의 답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국대학교 종양유전학 실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