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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전체 유전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막 단백질(membrane protein)은 세포막
내외로의 물질 수송(transporter) 및 전위 차 유지 (ion channel)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세포와 외부 환경의 상호 작용을 매개하는 신호 전달 수용체 (receptor)로서 기본적인
생명 현상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 또한 세포막 단백질의 기능 이상은 곧바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용 중이거나 개발되고 있는 화합물

융합연구
및 비전
융합연구가능
분야 목록 반영

신약의 50-60%는 세포막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X-선 결정학

세포막단백질 구조 및
기능 연구

(X-ray crystallography)을 이용해 생명 현상에 중요한 세포막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화학/생물리학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구조-기능의 상관관계를

생명현상이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인류건강증진

·XFEL

·Molecular Biology

·Biochemistry

이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구조 연구를 통하여 중추신경계에서 대표적 흥분성

·Cryo-EM

·Cell Biology

·Medicinal Biology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수송단백질 VGLUT(vesicular glutamate transporter)의 작용

·Homology Modelling

·Biophysics

·Single molecule dynamics

기작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뇌신경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후보물질 및 새로운 바이오 의약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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