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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과 림프관은 척추동물의 발생과 항상성 유지에는 물론 아니라 암, 황반변성, 또는
당뇨합병증과 같은 각종 질환의 발병 및 진행에도 매우 중요하다. 본 실험실에서는 발생과정과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혈관과 림프관의 형태형성을 조절하는 분자세포생물학적인 기작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근에야 그 중요성이 부각된 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 신호전달체계의 역할을 제브라피쉬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다각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에 확립된 페놈 (phenome)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BMP 신호전달체계에 의하여

융합연구
및 비전
융합연구가능
분야 목록 반영

유전자 발굴과
나노기술의
융합

활성이 조절되며 혈관 또는 림프관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세포 내 매개체를 동정하고 그 특징을

혈관내피세포
관찰 분야와
나노기술의
융합

혈관기능
마커개발과
사용화
기술의 융합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unbiased chemical screen과 structure activity relationtion (SAR) 기법을
활용하여 BMP 신호전달체계의 활성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합물을 확보하려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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