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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이학박사 / 부산대학교 교수

1. 연구실 연구 목표
유전체정보 연구실은 생물정보학적 (Bioinformatics)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및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기술의 접목을
통한 체계적 분석 및 실험으로 인간 및 다양한 동물의
유전체 내에서 내생 레트로 바이러스 (Endogenous
retrovirus) 를 동정하고 다양한 그들의 역할을 분석하
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내생 레트로 바이러스
가 생물체에 미치는 다양한 기작을 규명하고 궁극적으
로는 인간의 다양한 질병 조절 및 동물 산업에 있어서
의 기초 생물학적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종전의 유전자에만 국한된 연구가 아닌 유전체
전체의 분석을 기본으로 한 총체적 분석이며 더불어 유
전체 내에 존재하는 내생 레트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는 본 연구팀이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팀은 인간의 다양한 질
병, 특히 암과 연계하여 인간 내생 레트로 바이러스

(Human Endogenous Retrovirus) 의 영향을 분석하
고 있으며, 돼지와 인간 사이의 장기 이식에 있어 위험
성으로 대두되는 PERV (Porcine Endogenous
Retrovirus) 의 실제 인간 세포에서의 그 활동성과 영
향력, 발현 기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연구실의 인적 구성
본 연구팀은 김희수 지도 교수를 중심으로 7명의 박
사과정 (배민인, 장성진, 김태형, 하홍석, 안궁, 김윤지,
이자랑) 및 6명의 석사과정 (노유나, 박상제, 배진한, 정
이든, 윤세은, 남규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영
장류센터 허재원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대수 박
사와 함께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동성 유전인자의 세계적인 대가
인 Lousiana State University, Batzer교수 및 한규동
박사, 신경정신학의 권위자인 Oxford University,

그림 1 . 레트로 바이러스의 분자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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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othy Crow 교수, 분자세포생물학의 전문가이신

한‘EvOG (Evolution Visualizer for Overlapping

Kyoto University, 영장류 연구소 Hirohisa Hirai 교

Genes)’는 다양한 생물종에서의 overlapping 유전자

수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3. 지금까지의 주요 연구성과
생물 유전체 연구의 나침반 - 생물정보학

본 연구팀은 분자생물학 및 세포생물학적 연구에 앞

인간 내생 레트로 바이러스 (HERV) 는 인간 유전

서 기본적인 유전체에 대한 생물정보학 데이터를 기반

체의 46% 를 차지하며 유전자 내외에서 다양한 역할

으로 한다. 다양한 내생 레트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을 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인간 유전체 및 영장류에서

의 진행을 목표로 본 연구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의 HERV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 중이다.

는 실제 연구에 있어 정보 수집에 유용한 역할을 하고

이들의 특징적인 역할은 프로모터로서 작동하여 다양

있으며 연구자 중심의 기반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

한 유전자의 alternative 전사체를 만들어 낸다.

으로의 연구를 모색 할 수 있도록 하며 실험의 positive

NOS3 유전자와 GSDML 유전자 1번 엑손영역에 삽입
된 LTR 은 유전자의 오리지널 프로모터 외 alternative
프로모터로 작동하며 태반 및 소화기 특이적인 전사체
를 만들어 내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또한 luciferase
assay 를 이용하여 이들의 프로모터 활동성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FISH 및 Southern기법을 이용하여 영장
류 유전체 내 HERV 의 locus 및 copy number 를 분
석하고 있다.
다양한 HERV 는 인간 조직에서 패밀리 및 조직별
로 각기 다른 발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real-time
RT-PCR 을 통하여 조직특이적 발현을 확인하였다.
또한 HERV 와 hybrid 된 유전자의 경우 정상 조직과
암 조직에서의 발현 차이를 확인하였다. DYX1C1 유전

false 를 줄일 수 있다. 현재 본 연구팀에서 구축한 생
물 정보학적 데이터 베이스는 총 5개가 있다. 인간 내
생 레 트 로 바 이 러 스 (Human Endogenous
Retrovirus) 의 인간 유전자와의 융합, 유전자 발현,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HESAS 데이터 베이스’와 인
간 유전체 내에서의 LINE (Long Interspersed
Elements) 발현을 확인 할 수 있는‘LINE FUSION
GENES’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인간
유전체에서의 유전자들 간의 hybrid 유전자를 확인 할
수 있는‘HYBRIDdb’
, 인간 유전체 EST alignment
를 통해 암과 내생 레트로 바이러스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TECESdb’가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구축

그림 2. 가동성 유전인자 연구의 기반을 구축한 생물정보학적 데이터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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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간 유전체에 hybrid 된 인간 내생 레트로 바이러스와 그 프로모터 활동성 및 조직 특이적 발현

자의 다양한 전사체의 경우 일반적인 전사체가 대장암

Terminal Repeat) 을 모두 조사하고 그 각각의

에서 과발현을 하는데 비하여 HERV-H LTR 이 포함

subtype 별 구조를 완성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되어 만들어진 전사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

제래 돼지 유전체 내에서 LTR 의 다양한 subtype 별

났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현재 본 연구팀은 정상과

분자적 계통도 및 gag, pol, env 유전자의 in silico 분

암 조직에서의 다양한 발현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석을 통하여 현재 밝혀진 다양한 서열들과 비교함으로

여 진단 검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바이오 암

서 제래 돼지만의 특징적 계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밝

마커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혀냈다. 이러한 일부 LTR subtype 의 경우 제래 돼지

HERV 의 특이적 발현 및 유전자와의 hybrid 를 통해

및 Berksire, Durock, Yorkshire 그리고 Landrace

만들어지는 전사체의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계

품종에서 유전적 다형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

속해서 진행 중이다.

다. 이는 메틸화 분석을 통하여 PERV 이 삽입 시기별
다양한 진화적 방어 기작의 하나로서 메틸화 정도의 차

돼지 장기 이식의 걸림돌 - PERV (Porcine
Endogenous Retrovirus)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질적인 프로모터 영향력 연구로는 인간 세포 내에

돼지는 인간 대체 장기로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

서의 PERV LTR 의 프로모터로서의 활동성이다.

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Luciferase 를 이용한 프로모터의 활동성 조사 결과 각

연구 진행 과정 중 다양한 위험성들이 제기 되고 있는

각의 subtype 에 따라 그 프로모터 활동성에 차이가

데, 그 중 PERV 는 돼지의 유전체 내에 존재하며 돼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간의 다른 세포주에서의

에서는 특이적인 현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인간으로의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활동성을 기반으로 다

감염성이 밝혀지며, 장기 이식이 일어났을 경우 특이적

양한 deletion mutant 를 제작하여 전사에 있어서의

인 면역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본 연

주요 구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 재래 돼지에서의

구팀은 이러한 PERV 의 인간 생체 내에서 그 활동 기

PERV LTR 프로모터의 cis-element 를 분석한 최초

작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돼지 유전체 전체에 있어

의 연구이다.

서 PERV 의 particle 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활동성이 높은 PERV LTR 을 이용하여 인간

모두 조사하였다. 생물 정보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강

세포주에서의 실제적인 전사 조절 기작을 규명하였다.

력한 프로모터로서 잠재력을 가진 LTR (Long

일차적으로 생물 정보학적 기술을 토대로 LTR 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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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PERV(Porcine Endogenous Retrovirus) 의 생물정보학적 연구 및 전사 조절 기작 규명과 후생학적 연구

한 전사 조절 인자를 확인하였다. 서열 비교 분석을 통

년도

1996~2000

2001~2005

2006~2008

결과를 토대로 인간, 원숭이, 돼지의 세 가지 생물종의

국제논문편수
(SCI논문)

44

26

28

세포주에서 앞서 동정한 LTR subtype 의 프로모터 활

국내논문편수

5

25

10

하여 tandem repeat 의 역할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동성을 조사하였다. 돼지와 인간에서 높은 활동성을 띄
는 H2-2 clone 을 확보하고 이에 대하여 10 개의
deletion mutants 를 제작하여 전사 조절에 있어 가장

삽입되어 들어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학문적으

결정적인 부분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LTR 의 U3 영

로 규명하여,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주관하

역에서 LTR 의 활동성을 조절 할 수 있는 인자를 밝혀

는 2008년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냈고 현재 이들의 각각의 작용에 따라 실제 PERV

매년 우수한 실적 및 성적을 바탕으로 한국 과학 재단

LTR 의 활동성을 결정적으로 조절하는 인자에 대한 연

에서 시행하는 2008년 이공계 대학원 연구 장학생에

구는 진행 중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성이 강한 PERV

박사 과정 및 석사 과정 학생이 선발되었을 뿐만 아니

LTR 프로모터에 대해서는 후생학적 (Epigenetic) 수

라 부산 과학 기술 협의회에서 주관하는‘부산 미래 과

준에서의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학자상’
에서 2006년을 시작으로 하여 올해까지 3년
동안 본 연구팀 학생들이 대학생 이학 부문에서 우수상

4. 연구팀 자랑거리
본 연구팀은 위와 같은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간의 내생 레
트로바이러스가 영장류의 진화과정에서 유전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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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상 하였으며 2007, 2008년 연이어 대학원 이학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매년 다양한 국·내외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통하여 연구 실적을 알리며 우
수 포스터상을 수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