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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보핵산 생물학
전령리보핵산(mRNA)의 splicing은 고등생물 유전자발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서 여러
단백질과 snRNA로 구성된 리보핵산 단백질 복합체가 수행한다. 주요 splicing 인자인 SR 단백질의
RS (Arginine-Serine Rich) 도메인이 splicing 신호와 snRNA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SR 단백질이
splicing 촉진체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힌 적이 있어, 계속해서 다른 splicing 인자들이 어떻게
splicing 과정을 수행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Alternative splicing은 하나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이나 RNA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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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다. Alternative slicing은 세포주기, 세포신호전달 등 여러 가지 생명현상에 관여하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Spinal Muscular Atrophy, 암, 치매 등의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질병과
연관된 유전자들인 SMN2, RON, BACE2 등의 Alternative splicing 기작을 생화학, 분자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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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생물학, 유전체학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밝힘으로써 질병을 개선하는 치료용 타겟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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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자 한다.

2. 암 생물학
암 발생의 필수적인 조건으로서는 다양한 oncogene들이 activation 되어야 하고, 또한 tumorsuppressor들이 inactivation 되어야 한다.
본 연구실의 주된 관심은 genome-wide RNAi screen을 이용하여 cdc25와 관련된 tumor
suppressor와 oncogene을 발굴하고, 그 기능을 연구하는데 있다. 또한 cancer stem cell marker인
CD133 유전자의 발현 기작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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