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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he Molecular Frontiers Symposium 2013 at Korea University!

Organized by the Molecular Frontiers Foundation,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this special event is bringing together the most famous 
collection of scientists ever to visit Korea at one time. 

On October 28-29, 2013, you can meet and talk with the world’s leading experts in science, including 
top professors, university presidents, government ministers, business leaders and several Nobel Prize 
winners. 

Whereas school often emphasizes the answer, Molecular Frontiers focuses on asking the right 
questions. The answer to a good question often leads to another, even more exciting question and 
opens the door to new possibilities within our imagination. During the course of the Symposium, you 
will hear about unsolved problems that can change our society and scientific tipping points that have 
changed the trajectory of the world. We hope that you will enjoy the riveting talks and partake in 
seeing just how far our imaginations can take us.

This year, we are going one step further to give you the opportunity to personally meet these science 
superstars!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Molecular Frontiers, this level of close engagement is 
made possible by our new interactive dialogue series that is open to all youth symposium attendees.

Don’t miss this chance to meet the scientists who are tackling some of the world’s biggest global 
challenges. 

Come join us at the Molecular Frontiers Symposium 2013 at Korea University and witness the wonders 
of science. 

We hope to see you soon!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Welcom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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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3

 

 Time                                                                     Program 

	 08:30	-	09:00 Registration

	 09:00	-	09:10 Opening Remarks

  Dr. Yuhyun Park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09:10	-	09:25  Welcome Remarks

  Byoung-Chul Kim (President,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Professor Bertil Andersson (President,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09:25	-	09:30 Congratulatory Remarks (Video Recording)

  President Park Geun-hye (Republic of Korea)

 09:30	-	09:45 Guest-of-Honor Speech

  Dr. Choi Mun-ke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09:45	-	10:05 Molecular Frontiers Symposium 2013 Keynote & Commencement Speech

  Convergence of Science - A View through the Nobel Prize 

  Professor Bengt Nordén
  (Chairman, Molecular Frontiers Foundation / Chair Professorship of Physical Chemistry,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Sweden / Former Chairman, Nobel Committee for Chemistry)

Session NOBEL <Moderator: Prof. Nam-Joon Cho>

 10:10	-	10:30 Lecture 1 Bioinformatics for the 21st Century

  Dr. Richard Roberts (New England Biolabs, USA / 1993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10:30	-	10:50 Lecture 2 Toward Developing New Bioprotective Compounds: Biological Challenges and Chemical Opportunities

  Professor Andrew Fire (Stanford University, USA / 2006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10:50	-	11:30 Q&A: Richard Roberts and Andrew Fire

 11:30	-	13:30 Lunch

Session CREATIVITY <Moderator: Prof. Jae Chun Hyun>

 13:30	-	13:50 Lecture 3 To Discover the Unknown

  Professor Bertil Andersson 

  (President,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 Former Chairman, Nobel Committee for Chemistry / Former CEO, European Science Foundation)

	 13:50	-	14:10 Lecture 4 Biomaterials for Drug Delivery 

  Dr. Robert Lang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SA / 2008 Millennium Technology Prize Winner)

	 14:10	-	14:50 Q&A: Bertil Andersson and Robert Langer

Session FOOD <Moderators: Prof. Bengt Nordén, Dr. Yuhyun Park>

	 14:50	-	15:30 Lecture 5 Tastes in My Heart - How Passion Made My Dream Come True

  Chef Jennie Walldén (2013 Winner of Master Chef, Sweden)

 15:30	-	16:00 Refreshment Break

	 16:00	-	17:00 Panel Talk Concert     How Do We Foster Creativity to Solve Big Problems?

  Chair: Professor Bengt Nordén, Mrs. Lorie Karnath
  Panelists: Richard Roberts, Andrew Fire, Robert Langer, Bertil Andersson, Arieh Warshel 
  Four High School Students

	 17:00	-	17:10 Notice on the Following Schedule

 17:10	-	18:00 Dinner

	 18:00	-	19:00 KU Cheerleading Orientation (Optional)

	 19:00 End of Day One

*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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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9, 2013

 Time                                                                     Program 

	 09:00	-	09:30 Registration

	 09:30	-	09:40 Opening Remarks

  Dr. Yuhyun Park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Session INNOVATION <Moderator: Prof. Jung-Il Jin>

 09:40	-	10:00 Lecture 6 From Basic Science to Advances in Antiinfective Medicine

  Professor Ada Yonath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Israel / 2009 Nobel Prize in Chemistry)

 10:00	-	10:20 Lecture 7 Inorganic Graphene Analogues and Related Materials

  Professor C.N.R. Rao (Jawaharlal Nehru Centre for Advanced Scientific Research, India)

	 10:20	-	10:40 Lecture 8 Development of Cancer Immunotherapy Utilizing Cross-disciplinary Tools in Biomedical Engineering

  Professor Kyung-Mi Lee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0:40	-	11:30	 Q&A: Ada Yonath, C.N.R. Rao, Kyung-Mi Lee

 11:30	-	13:30 Lunch

Session FUTURE <Moderator: Prof. Seung-Joon Jeon>

 13:30	-	13:50 Lecture 9 Revisiting Old Knowledge in an RNA World

  Dr. Alexandra Henrion-Caud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Medical Research, France)

	 13:50	-	14:10 Lecture 10 Multiscale Modeling of Complex Biological Systems and Processes

  Dr. Arieh Warshel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A / 2013 Nobel Prize in Chemistry)

	 14:10	-	14:50 Q&A: Alexandra Henrion-Caude and Arieh Warshel

 14:50	-	15:20 Refreshment Break

	 15:20	-	16:20 Panel Talk Concert    Sciences, Culture and My Story

  Chair: Professor Bengt Nordén, Dr. Yuhyun Park
  Panelists: Ada Yonath, Alexandra Henrion-Caude, Jennie Walldén, Kyung-Mi Lee 
  Four High School Students

	 16:20	-	16:30 Closing Remarks

  Bengt Nordén (Chairman, Molecular Frontiers Foundation)

  Byoung-Chul Kim (President, Korea University)

  Bertil Andersson (President,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16:30 End of Molecular Frontiers Symposium 2013

*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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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ited Speakers

● ● ●

'13 Wolf Prize in Chemistry 

'11 US National Medal of Technology & Innovation 

'08 Millennium Prize

Robert Lang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SA) 

● ● ●

'93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 ● ●

'07 Head, Research Council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06 Founder & Head, Molecular Frontiers Foundation

'91 Member,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New England Biolabs, USA)  Richard Roberts

Bengt Nordén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Sweden)

● ● ●

'06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05 Gairdner Foundation International Award

'03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ward in 

Molecular Biology

Andrew Fire (Stanford University, USA)

● ● ●

'11 President,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04-'09 

 Vice President of the European Research 

 Advisory Board

'97 Chair, Nobel Committee for Chemistry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Bertil Ander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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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 Nobel Prize in Chemistry

'12 Elected Fellow of the AAAS 

'09 Elected Member,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03 The Tolman Medal

Arieh Warshel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A)

● ● ●

'13 Eisenhower Multi-Nation Program fellow

'99 -Present 

 Inserm Tenure Award

'97 Nestlé Foundation Prize for Physiology

● ● ●

'11 EMM Journal Achievement Award

'08 Ilcheon Young Scientist Award 

'95 Charles Higgins Award for Physiologists

(Inserm, France) Alexandra Henrion-Caude

Kyung-Mi Lee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 ●

'09 Nobel Prize in Chemistry 

'08 L'Oréal Award for European Woman in 

 Life Science

'07 Wolf Prize in Chemistry
● ● ●

'09 Scientific Advisory Council to the Prime 

 Minister 

'05 Dan David Prize in Future Science

 (JNCASR, India) C.N.R. Rao

Ada Yonath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Israel)  

● ● ●

'13 Winner, Master Chef, Sweden

 (Sweden)  Jennie Walldé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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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he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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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3

 Time                                                                     Program 

	 08:30	-	09:00 Registration

	 09:00	-	09:10 Opening Remarks

  Dr. Yuhyun Park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09:10	-	09:25  Welcome Remarks

  Byoung-Chul Kim (President,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Professor Bertil Andersson (President,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09:25	-	09:30  Congratulatory Remarks (Video Recording)

  Park Geun-hy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09:30	-	09:45 Guest-of-Honor Speech

  Dr. Choi Mun-ke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09:45	-	10:05 Molecular Frontiers Symposium 2013 Keynote & Commencement Speech

  Convergence of Science - A View through the Nobel Prize 

  Professor Bengt Nordén
  (Chairman, Molecular Frontiers Foundation / Chair Professorship of Physical Chemistry,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Sweden / Former Chairman, Nobel Committee for Chemistry)

Session NOBEL <Moderator: Prof. Nam-Joon Cho>

 10:10	-	10:30 Lecture 1 Bioinformatics for the 21st Century

  Dr. Richard Roberts (New England Biolabs, USA / 1993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10:30	-	10:50 Lecture 2 Toward Developing New Bioprotective Compounds: 

   Biological Challenges and Chemical Opportunities

  Professor Andrew Fire (Stanford University, USA / 2006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10:50	-	11:30 Q&A: Richard Roberts and Andrew Fire

 11:30	-	13:30 Lunch

*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Day 1,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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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gt 
Nordén

● ● ● Institution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Sweden

● ● ●

Founder and Chairman of Molecular Frontiers Foundation

ㅡ
Education

1968 M.Sc., Chemistry, Theoretical Physics, Mathematics; University of Lund.

1971 PhD., Chemistry, Theoretical Physics, Mathematics; University of Lund.

ㅡ
Professional Experience

1972-78 Associate Professor, Inorganic Chemistry, University of Lund.

1978    Chair Professor, Inorganic Chemistry, University of Lund.

1994-05  Member of the Nobel Committee for Chemistry

2001-03 Chairman of the Nobel Committee for Chemistry

1991-   Member of the 4th Class of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awarding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2006-   Founder and Chairman of the Molecular Frontiers Foundation, a global organization with the 

objectives: (1) to early on identify breakthroughs in science and (2) to stimulate young people’s 

interests in science by entry through molecular sciences

ㅡ
Awards

1992 The Goran Gustafsson’s Prize for Chemistry 1992

1994 The Arrhenius Plaque (awarded by the Swedish Chemical Society)

2008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ward of 2008, including a research grant 

of 10 M USD

2009   The Svante Arrhenius Gold Medal of 2009 

 (awarded every 5th year to a Chemist or a Physicist by the Academy)

ㅡ
Fields

Chemistry, Inorganic chemistry

ㅡ
Known for: Swedish chemist

A founder of Molecular Frontiers Foundation, a global 

organization with objective to early identify breakthroughs 

in science and to stimulate young people’s interests in 

science

A member of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since 1991 and member of the Nobel Committee for 

Chemistry from 1995 to 2004

ㅡ
Home page

www.chalmers.se/nordenlab

ㅡ
Reference

http://en.wikipedia.org/wiki/Bengt_No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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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gt Nordén 
▎Lecture Title: Convergence of Science - A View Through the Nobel Prize

▎Abstract

There is a political will, common to many nations today, that traditional disciplines should converge to solve pressing problems in society. Such a top-down 

strategy for getting physicists, chemists, mathematicians, biologists and medicinal scientists to sit down and work shoulder-to-shoulder to address biomedical,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is generally doomed to fail (at best a few populistic joint efforts might hit gold just by accident). By contrast,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example when viewed through the great prizes, tells us a different story: break-through emerges more often than not from 

bottom-up initiatives by individuals. This does not exclude that by the end of the day it is convergence of disciplines that offers the key solutions. A prerequisite 

for this to happen is that the minds of these individuals are appropriately prepared for catching the opportunity when it offers itself. The speaker will give a 

few examples of developments in his laboratory, some inspired by trying to find out what really happened in the moment of conception and serendipity. Youth 

engaged in activities of the Molecular Frontiers Foundation, such as the Panel Talk Concert, is another example how we may prepare the young 

minds of a coming generation of researchers for curiosity-driven thinking. 

▎연구 Keyword: Site-Specific Linear Dichroism Spectroscopy(위치특이성 선형 이색성 분광학)

▎연구분야 소개: 복잡분자 위치 특이성 선형 이색성 분광연구

Nordén교수는 편광을 사용하여 비등방성 물질내에 작은 분자들의 전이모멘트방향을 특정하는 위치 특이성 선형 이색성 분광법을 개발하여 생체내 복잡한 화합물의 결합구조나 

분자간 상호작용을 밝히는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자 치환에 의한 위치특이성 선형 이색성 법(Site-specific linear dichroism by molecular replacement)'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단백질-DNA 복합체나 세포막내의 단백질의 3D 용액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비스-층간(bis-intercalating) 화합물, PNA(펩티드핵산 peptide 

nucleic acid)과 같은 새로운 DNA결합 리간드를 개발하였다. 매우 큰 활성화에너지를 가지는 홈결합(goove binding)과 층간결합(intercalating binding)사이의 DNA-리간드 

재배열과 반응속도론적 선택성에 의한 분자결합을 보여주었다. Nordén 교수는 유수 학술잡지에 400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노벨재단등 과학 행정 업적

학문적 업적에 더하여 일찍이 1991년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 주관기관)의 회원이 되었고 1994년에서 2004까지 노벨 화학상 위원회의 

위원이었으며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는 위원장을 역임하여 하였고, 2004년에서 2009년까지 Academy의 화학부문 chairman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Engineering Science,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in Germany, the Norwegian Academy of Science, the Finnish Society of Science and Letters, 

the Academy of Sciences for the Developing World (TWAS)의 회원이다. 1991-1994 스웨덴 정부의 Councilor for Science and Technology, 1996-2000 the Swedish 

research council의 화학부문 의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 과학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빨리 알아내고, 분자 과학(Molecular Science)을 통하여 가능한 어린학생들에게 

일찍 과학에 흥미를 불러 일으킬 목적으로 Molecular Frontier Foundation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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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Roberts

● ● ● Institution

New England Biolabs, USA

● ● ●

Nobel Laureate 2001 in Physiology or Medicine

ㅡ
Education

1965 BS,. Chemistry, University of Sheffield 

1968       PhD,. Organic Chemistry, University of Sheffield

ㅡ
Professional Experience

1969-72   Biochemistry, Harvard University (Scholar)

1970       Biochemistry, Cambridge University (Scholar)

1972-94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Scholar)

1994-     Director of Research, New England Biolabs

ㅡ
Awards

1993      Nobel Prize for Physiology or Medicine, Stockholm, Sweden

1995       Fellow of the Royal Society

2008       Knight Bachelor

ㅡ
Fields

Molecular biology, Biochemistry

ㅡ
Known for 

Introns

Restriction endonucleases

DNA methylation

Computational molecular biology

ㅡ
Reference

http://en.wikipedia.org/wiki/Richard_J._Roberts

http://www.nndb.com/people/088/00013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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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J. Roberts
▎Lecture Title: Bioinformatics for the 21st Century

▎Abstract

The last few years have seen dramatic increases in our ability to sequence DNA. Using Pacific Biosciences SMRT sequencing it is now possible to get complete, 

closed DNA sequences for small genomes in a single run without additional experimentation. Such accurate and complete sequences are essential for the future 

of biological research because traditional laboratory- or even field-based experimental approaches are impractical. There is simply too much biology, not enough 

people and insufficient time. An organism’s DNA sequence constitutes the blueprint for its biological potential. However, accurate bioinformatics will be required 

to interpret that sequence and translate it into a functional description of the organism. Today’s bioinformatics are unable to do this. A massive effort is needed 

to improve bioinformatic predictions, both to define the functions of all gene products and to provide a robust description of the interaction networks that define 

an organism’s potential. A major first effort needs to be a critical evaluation of bioinformatic predictions based on direct experimental tests of those predictions 

and refinement of the algorithms when necessary so that predictions can be trusted to be reliable. We are a long way from this goal. In this talk I will focus on 

the experimental testing of bioinformatic predictions and will argue for the use of bacterial genomes as an ideal testing ground. Not only are bacteria excellent 

experimental organisms, but they are also ubiquitous on the planet and essential for human life. There will be many opportunities for young investigators with 

new and creative ideas to make ground-breaking discoveries in this field.

▎연구 Keyword: 인트론, 엑손(Intron, exon)

▎연구분야 소개: 분자 생물학(Molecular biology) 

유전 정보는 주로 DNA에서 RNA로 전달되고, RNA에서 단백질로 전달된다. 이를 분자 생물학의 중심 원리라 부르는데 Francis Crick이 1958년 제안하였고 1970년 네이처(Nature, 

227권, 561쪽)에 발표하였다.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전사라 부르고, RNA에서 단백질로 전달되는 과정을 번역이라 부른다. 전사에 의해 유전 정보인 

DNA의 염기 순서가 RNA의 상보적 염기 순서로 전환되고, 번역에 의해 RNA의 염기 순서가 단백질의 아미노산 순서로 전환된다.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유전자 산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유전자 발현이라 부른다. 전사와 번역은 유전자 발현에서 각각 RNA와 단백질 등 유전자 산물을 생성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유전자 발현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조절된다. 전사와 번역에서 유전자 산물의 발현량과 활성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유전자 발현 조절 기작의 하나이다.

진핵생물에서는 전사가 DNA가 들어있는 핵에서 일어나고, 번역은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리보솜 등이 들어있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원핵생물에서는 핵이 없으므로 전사와 

번역이 같은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세균류와 남조류가 원핵생물에 속하며 그 밖의 생물은 진핵생물에 속한다. 진핵생물에서는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는 곳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들이 원핵생물의 경우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에서의 전사와 번역은 분자 생물학의 주된 연구 대상의 하나이다. 전사와 번역과 관련된 RNA와 단백질들의 생합성 과정, 구조, 기능, 상호작용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이 과정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 발현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주요 연구 업적

진핵생물에서는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는 곳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핵에서 만들어진 mRNA가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 핵에서 1차 전사체로 만들어진 전구체 mRNA는 세포질로 

이동하지 못한다. 그 대신 전구체 mRNA의 양 끝이 가공되어진 성숙 mRNA가 세포질로 이동한다. 성숙 mRNA는 전구체 mRNA와는 달리 양 끝이 가공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트론이 결여되어 있다. 전구체 mRNA는 인트론과 엑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어맞추기라는 가공 과정에 의해 인트론 부분이 제거되고 엑손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성숙 

mRNA가 된다. 성숙 mRNA는 세포질에서 리보솜에 결합하여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유전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순서는 DNA 또는 전구체 

mRNA가 아닌 성숙 mRNA의 염기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

Richard J. Roberts는 1977년 아데노바이러스-2 DNA가 인트론과 엑손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을 셀(Cell, 12권, 1쪽)에 발표하였고 이 업적으로 Phillip A. Sharp (Proc. Natl. 

Acad. Sci. USA, 1977, 74권, 3171쪽)와 함께 1993년 노벨 생리 의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인트론은 진핵생물에서만 발견되며 인간의 경우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자의 95%가 인트론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인트론의 역할에 대해 정립된 학설이 없다.

Thomas R. Cech는 1982년 이어맞추기복합체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인트론을 제거하는 자기이어맞추기 RNA(RNA 효소, 리보자임)를 셀(Cell, 31권, 147쪽)에 발표하였고 

Sidney Altman은 1983년 tRNA 이어맞추기를 셀(Cell, 35권, 849쪽)에 발표하여 이 업적으로 1989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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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Fire

● ● ●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USA

● ● ●

Nobel Laureate 2006 in Physiology or Medicine 

ㅡ
Education

1975-78 A.B. Mathema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78-83 Ph.D.  Biolog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ㅡ
Professional Experience

1983-86 Postdoctoral research, MRC Laboratory of Molecular Biology.

1986-03 Scientific Staff, 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Department of Embryology.

1989-       Adjunct Faculty (currently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Biology, School of Arts and 

Sciences, Johns Hopkins University, Baltimore, MD.

2003- Professor of Pathology and Genetics,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ㅡ
Awards

2002    Meyenburg Prize (German Cancer Research Center)

2003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ward in Molecular Biology (w. Craig Mello)

2003 Wiley Prize (w. Craig Mello, Tom Tuschl, David Baulcombe)

2006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w. Craig Mello)

ㅡ
Fields 

Biology

ㅡ
Known for 

RNA interference (RNAi) 

Tiny snippets of double-stranded RNA (dsRNA) 

effectively shut down specific genes, driving the 

destruction of messenger RNA (mRNA) with sequences 

matching the dsRN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ㅡ
Reference

http://en.wikipedia.org/wiki/Andrew_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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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Fire
▎Lecture Title: Toward Developing New Bioprotective Compounds: Biological Challenges and Chemical Opportunities

▎Abstract

The world around us exists as a complex, fragile, and interconnected ecosystem. Analogous to the global ecosystem, each human has their own personal and 

very localized ecosystem in which diverse populations of human cells coexist with bacteria, fungi, and often with other species. For both environmental and 

personal ecosystems, aggressive species can produce pathologies ranging from devastation of our natural environment to infectious disease and cancer. Our 

ability to use chemistry to intervene in such cases has been critical in past and present efforts to maintain both human enterprise (e.g., herbicides, agricultural 

pesticides) and human health (e.g., antibiotics, cancer chemotherapy). Although chemical interventions have often been beneficial and necessary, such 

interventions also have great potential for harm. As one source for such harm, broadly toxic compounds often address acute problems at the expense of very 

severe and long-term consequences to the ecosystems where they are applied. "Specificity of action" and "Specificity of application" are two major attributes 

determining the usefulness of any compound and intervention. "Specificity of action" entails designing compounds that maximally inhibit pathogenic organisms 

while leaving the remainder of an ecosystem intact. "Specificity of application" entails limited delivery only at a place and time where intervention is needed. 

Although we may strive for perfect specificity in action and application, we have often needed to settle for less-than-perfect approaches for critical needs. This 

imperfection is inherent in the dynamic nature of biological challenges: Pathogens that affect the human population are continually emerging and evolving, 

while biological challenges to human agriculture and other activities are likewise emerging, migrating and evolving. In this lecture, I will describe a number of 

examples in our current world where research on chemical technology has both a need and the potential to provide us with tools with the "Specificity of action" 

and "Specificity of application" to support healthy and sustained human life.

▎연구 Keyword: RNA 간섭(RNA interference)

▎연구분야 소개: 분자 생물학(Molecular biology)

세포는 발생 전이, 환경 이동, 병원체 침입 등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세포는 자기 것과 자기 것이 아닌 것,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유전자를 발현한다. 유전자 발현은 

전사, 전사 후, 번역, 번역 후 단계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시기, 위치에 따라 유전자 산물의 양, 활성이 이들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조절된다. 유전자 발현 조절은 

분자 생물학의 주된 연구 대상의 하나이다.

유전자 발현은 유전적이나 후성적으로 조절된다. 유전적 조절과는 달리 후성적 조절은 DNA 염기 순서를 바꾸지 않고 이루어진다. 유전자 발현의 후성적 조절 과정을 통칭하여 

유전자 침묵이라 부른다. 유전자 침묵은 주로 전사와 전사 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유전자 각인과 RNA 간섭은 각각 전사와 전사 후 단계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유전자 침묵 

기작이다. DNA 메틸화는 세포 분열과 분화에서 유전자 발현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유전될 경우 유전자 각인을 유발하는 중요한 예이다. 전사 후 RNA 분해 

또는 저해는 RNA 양을 감소시켜 번역에서의 단백질 합성을 하향 조절한다. RNA 간섭은 RNA 분자가 특정 RNA 분자를 파괴하여 유전자 침묵을 유발하는 과정으로 중요한 유전자 

발현 조절 기작이다.

유전자 침묵은 유전체가 보존되면서 동시에 동적으로 다양한 유전적 지형을 창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유전자 침묵을 유발하는 인자들을 밝히고 발생과 발병에서 이들의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유전자 침묵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종양 진행과 바이러스성 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주요 연구 업적

RNA 간섭은 RNA 분자가 특정 RNA 분자를 파괴하여 전사 후 유전자 침묵을 유발하는 후성적 유전자 조절 기작이다. RNA 간섭에는 siRNA와 miRNA라는 두 종류의 RNA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Dicer라는 효소에 의해 긴 dsRNA가 잘려 만들어진 짧은 dsRNA를 siRNA라 한다. Drosha/DGCR라는 복합체에 의해 1차 전사체 miRNA가 가공되어 전구체 

miRNA가 만들어지고 Dicer에 의해 전구체 miRNA가 잘려 성숙 miRNA가 만들어진다. RISC라는 복합체의 Argonaute 효소에 의해 ssRNA 상태의 siRNA 또는 miRNA와 상보적 

염기 순서를 지닌 mRNA가 잘린다. 그 결과 이 특정 mRNA의 발현양이 감소하여 번역 단계에서의 단백질 합성이 하향 조절된다. siRNA는 주로 바이러스나 전이인자로부터 기인된 

외인성 dsRNA이고 miRNA는 주로 세포의 전사체로부터 기인된 내인성 dsRNA이다. miRNA는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해 세포의 분화, 성장, 사멸에 관여한다. RNA 간섭은 

발생, 발병 기전 등의 연구는 물론 신약 개발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Andrew Fire는 Craig C. Mello와 함께 1998년 siRNA에 의한 RNA 간섭을 발견하여 네이처(Nature, 391권, 806쪽)에 발표하였고 이 업적으로 2006년 노벨 생리 의학상

을 공동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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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3

 Time                                                                     Program 

Session CREATIVITY <Moderator: Prof. Jae Chun Hyun>

 13:30	-	13:50 Lecture 3 To Discover the Unknown

  Professor Bertil Andersson 

  (President,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Former Chairman, Nobel Committee for Chemistry / Former CEO, European Science Foundation)

	 13:50	-	14:10 Lecture 4 Biomaterials for Drug Delivery

  Dr. Robert Lang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SA / 2008 Millennium Technology Prize Winner)

	 14:10	-	14:50 Q&A: Bertil Andersson and Robert Langer

Session FOOD <Moderators: Prof. Bengt Nordén, Dr. Yuhyun Park>

	 14:50	-	15:30 Lecture 5 Tastes in My Heart - How Passion Made My Dream Come True

  Chef Jennie Walldén (2013 Winner of Master Chef, Sweden)

 15:30	-	16:00 Refreshment Break

	 16:00	-	17:00 Panel Talk Concert    How Do We Foster Creativity to Solve Big Problems?

  Chair: Professor Bengt Nordén, Mrs. Lorie Karnath
  Panelists: Richard Roberts, Andrew Fire, Robert Langer, Bertil Andersson, Arieh Warshel 
  Four High School Students

	 17:00	-	17:10 Notice on the Following Schedule

 17:10	-	18:00 Dinner

	 18:00	-	19:00 KU Cheerleading Orientation (Optional)

	 19:00 End of Day One

 Day 1, 
Afternoon    

*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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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il 
Andersson

● ● ● Institutio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 ● ●

The President of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Former Chairman of the Nobel Committee for Chemistry

ㅡ
Education

1972   B. Sc., Umea University, Sweden.

1974     M. Sc., Umea University, Sweden.

1978       Ph. D., Lund University, Sweden.

1982       D. Sc., Lund University, Sweden.

ㅡ
Professional Experience

1986       Professor of Biochemistry; Stockholm University, Sweden

1996-99  Dean of the Faculty of Chemical Sciences; Stockholm University, Sweden

1997       Chairman of the Nobel Committee for Chemistry

1999-03   Rector (President) of Linkoping University, Sweden

2004-07  Chief Executive; European Science Foundation in Strasbourg, France

2007-11 Provost; NTU, Singapore

2011-   President; NTU, Singapore

ㅡ
Awards

2010    Wilhelm Exner Medal in Vienna, Austria

 Member of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

 Member of Australian Academy of Science

ㅡ
Fields

Biochemistry

ㅡ
Known for

A world-renowned plant biochemist and the author of over 300 

papers in photosynthesis research, biological membranes, protein 

and membrane purification and light stress in plants, a research 

adviser to the Swedish government, a member of the boards 

of international foundations and learned societies, including a 

member of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the Australian 

Academy of Sciences and a member of the Nobel Foundation

ㅡ
Reference

http://en.wikipedia.org/wiki/Bertil_Andersson

http://research.ntu.edu.sg/expertise/academicprofile/pages/

StaffProfile.aspx?ST_EMAILID=BERTIL.ANDERSSON

http://www.ntu.edu.sg/AboutNTU/organisation/Pages/

ProfBertilAnderss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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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il Andersson 
▎Lecture Title: To Discover the Unknown

▎연구 Keyword: 식물생화학, 광합성연구

▎연구분야 소개: 인공광합성 연구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나 문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 지구는 결국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에 의존한다. 가장 쉽게 활용 가능한 에너지 형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로인데 이는 태양 에너지를 식물이 광합성하여 고분자 형태의 생합성 분자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것이 동물의 먹이가 되는데 이러한 식물과 

동물이 지하에서 수백만년 이상에 걸쳐 분해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되어 인류가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태양 에너지를 식물이 광합성하는 과정의 연구는 많은 화학자와 

식물학자에게 중요한 주제이다. Andersson교수는 인공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인공나뭇잎 연구에 개척적인 연구로서 명성을 얻었다. 태양 빛을 이용하여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초연구에 큰 공헌을 하였다. 

현재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난양공과대학교에서도 지속가능을 위한 연구 분야가 5대 전략연구투자 분야중의 하나로서 8억3천만 달러의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다.

▎노벨재단등 과학 행정 업적

과학적 명성으로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노벨상 물리학, 화학부분 주관), Royal Swedish Academy of Engineering Science, Australian Academy of Science, 

Academia Europaea 등의 회원이 되었다. 노벨재단과는 일찍이 1989년부터 1997년까지 노벨 화학상 심사를 주관하는 노벨 화학상 위원회(Nobel Committee for 

Chemistry)의 위원이었고 1997년에는 위원장도 역임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6년사이에 노벨재단의 위원이었고, 2006년부터 2010년사이에는 노벨재단 

이사회의 이사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스웨덴 정부의 Research Adviser이며, 2004년 부터 2007년 사이에는 European Science Foundation의 Chief Executive를 역임

하였고, EU의 European Research Advisory Board의 부총재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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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anger

● ● ● Institu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SA

● ● ●

2013 Wolf Prize in Chemistry

ㅡ
Education

1970  B.S. (with distinction) Chemical Engineering, Cornell University

1974  Sc.D., Chemical Engineering, MIT 

ㅡ
Professional Experience

1974-    Research Associate, Children's Hospital Medical Center, Harvard Med. School, Boston, MA 

1977-88  Professor of Nutritional Biochemistry and Biochemical Engineering, MIT.

1988-05  Kenneth J. Germeshausen Professor of Chemical and Biomedical Engineering, MIT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Whitaker College of Health Sciences, Technology, and Management; 

and the Harvard-MIT Division of 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2005-09 Institute Professo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9-  David H. Koch Institute Professo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ㅡ
Awards

2005    The Dan David Prize

2008    Finland’s Millennium Technology Prize

2011   The Economist’s Innovation award in the category of bioscience

2013   The Wolf Prize in Chemistry

ㅡ
Fields 

Biomedical Engineering

Drug Delivery Systems and Tissue Engineering

ㅡ
Known for

810 issued and pending patents worldwide, licensed 

to more than 250 pharmaceutical,  chemical, 

biotechnology and medical device companies

ㅡ
Reference

http://en.wikipedia.org/wiki/Robert_S._L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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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anger 
▎Lecture Title: Biomaterials for Drug Delivery

▎Abstract

Advanced drug delivery systems are having an enormous impact on human health. We start by discussing our early research on developing the first controlled 

release systems for macromolecules and the isolation of angiogenesis inhibitors and how these led to numerous new therapies. For example, new drug delivery 

technologies including nanoparticles and nanotechnology are now being studied for use treating cancer and other illnesses. We then discuss ways of developing 

novel microchips for drug delivery. Approaches for creating new biomaterials are then evaluated and examples where such materials are used in brain cancer and 

shape memory applications are discussed.

▎연구 Keyword: 고분자공학(Polymer Engineering),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및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 

  과학기술 상용화(Commercializing Science)와 연구-비지니스 모델을 제창한 대표적 학자

▎연구분야 소개 

Langer 교수는 고분자소재를 활용한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과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 분야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서 약물 전달이란 

고분자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인체에 약물을 전달하여 치료효과를 얻어내는 기술로, 인체의 특정 부위에 정확히 약물을 전달하고, 약물의 효과와 작용 기간을 늘이는 

기술을 의미한다. Langer 교수는 암조직과 같은 인체의 특정한 부위에 정확히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왔으며, 약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약물의 양과 시기, 

그리고 전체 시간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다양하게 창안하여 왔다. 

Langer 교수가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인 조직공학은 세포와 생체재료를 이용하여 특정 인체 조직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대체하는 기술이다. 주로 뼈나 연골, 

혈관, 신장, 피부, 근육 등 인체 내부의 다양한 장기를 대체하거나,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간이나 쓸개, 이자와 같은 장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세포 

기반의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생의학(Regenerative Medicine)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아가고 있다. 

Langer 교수는 현재까지 화학 및 화공 분야, 제약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1,200편 가까운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학계에서는 드물게 500건이 넘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특허권 보유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2013년 울프상(The Wolf Award) 화학분야 수상하였고, 그 외에도 2011년 미국 기술혁신 훈장, 2008년 

밀레니엄 테크놀로지 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100명 이상의 연구원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생체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연구실을 운영하는 데에는 매년 약 140억(2012년 기준) 이상의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일인기업(One-Man Company)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연구 업적: 비지니스 모델

미국 전 재무장관 Lawrence Semmers(로렌스 서머스)가 주장한 "20세기 경제의 견인차가 금융이었다면 21세기 경제의 견인차는 대학이 될 것이다" 의 예측을 대표하는 인물이 

Langer교수라 할 수 있다. Langer교수의 성공에는 창조경제에 걸맞은 융합학문이 있다. 그는 과학과 경영경제의 영역을 모두 섭렵하며 여러 분야의 인재들을 연계하고 각 사람이 

받아야 할 업적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배분한다. Langer교수는 저명한 과학기술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유능한 매니저(관리인), 벤처 사업가, CEO, 투자자, 멘토이자 거대한 

네트워크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연구실을 거쳐간 연구원의 54%가 학계에 남지 않고 기업(42%)이나 의료계(12%)쪽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만 봐도 Langer교수의 다양성 

추구를 엿볼 수 있다.

Langer교수의 연구-비지니스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Step 1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를 먼저 내고

•Step 2 그 특허에 더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Step 3 정부로부터 충분한 연구자금을 조달함과 더불어 실리콘 밸리와 같은 투자환경을 활용하여 벤처캐피탈을 통한 사업화 자금을 조달 받아서

•Step 4 잘 양성된 전문연구진들이 창업을 한다.

이 모델은 MIT를 통해서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근 30여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 MIT와 하버드에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 창출된 이익을 다시 학계의 연구자금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연구파트너인 연구진에게도 이익을 공유하여 Langer Lab만의 독특한 연구-비지니스 DNA를 창출했다. 과학기술 상용화(Commercializing Science) 관점에서 

하버드 비지니스 스쿨에서는 Langer모델에 대한 경영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교과목 강의에서도 다루고 있다. Langer교수의 성공사례를 통해 미국 학계와 업계에서는 새로운 패러

다임의 탄생, 즉 두 영역의 융합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에 많이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창조경제의 훌륭한 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Harvard Business Review에서도 다룰 정도로 그의 학연산 연구-비지니스 모델은 독특하고 창시적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이제까지 87개에 달하는 기업의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그 가치를 산정하면 460억 달러에 달한다. 한마디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창조하고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큰 경제가치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등 사회적 기여 또한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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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e 
Walldén

● ● ● Career

Food creator

Freelance chef

Public speaker

ㅡ
Education

2003    IIIHR Program for Korean Adoptees, Inje University, South Korea

2002       MSc International Marketing,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UK

2000       BA Sociology, Lund University, Sweden

ㅡ
Professional Experience

2004-08   Senior Brand Manager, Unilever Plc

2008-10  Senior Brand Manager, Orkla Foods Sverige (Formerly Procordia AB)

2010-13  Marketing Manager, New Business, Orkla Foods Sverige AB

 (Formerly Procordia AB)

2012-      Marketing Manager, Fruit, berries and desserts, Orkla Foods Sverige AB

 (Formerly Procordia AB) 

2013- J Wallldén AB

ㅡ
Awards

2013 Winner of Masterchef, Sweden

ㅡ
Others

GB Glace (ice cream) - Unilever Sweden, Stockholm

Family Goodness (margarine and cream products) - Unilever Europe, Rotterdam

Family Goodness (margarine and cream products) - Unilever Nordics, Helsingborg

University studies in Italian and Psycholgy (Lund University) 

University studies in Business Administration(Stockholm University)

Orkla Foods Leadership Programme

Unilever Marketing Academy

Leadership training 7 habits

1998-2000Italian teacher at Studieförbundet and Medborgarskolan

2003 English teacher at Inje University 

Exchange student in Italy during high school

ㅡ
Blog

jenniewallden.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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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e Walldén
▎Lecture Title: Tastes in My Heart - How Passion Made My Dream Come True

▎Abstract

Food is not something that only fills your empty stomach and tastes good (if you are lucky!) It has many other meanings and the food you like and cook say a lot 

about who you are, where you lived, where you travelled and of course how interested you are in foods. And food can also be a passion! Food has ever since my 

early childhood in Korea been a great interest and a passion of mine. This took me all the way to win Masterchef Sweden and it has given me the chance to live 

my dream. If you follow your passion it can lead you to your dream too! What is your dream? Make it happen by feeding your passion!

▎이력 소개

2013년 요리 경연 TV 프로그램인 “Masterchef Sweden 2013 (마스터셰프 스웨덴 2013)”에서 우승하였다. 그 이후로 지상파 요리사, 푸드 크리에이터, 푸드 블로거, 음식 및 

리더십 관련 강연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BOB, Önos, FUN Light, Den Gamle Fabrik, Ekströms and JOKK를 포함한 스웨덴 식품 음료 브랜드의 마케팅 매니저로서 Orkla Foods Sverige AB에서 

근무하고 있다. 브랜드 매니저들로 구성된 팀을 관리해서 각각의 브랜드와 그들의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특히, 수익과 손실, 혁신 프로세스, 제품 

포트폴리오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약 3년간 신사업 마케팅 매니저로서 근무하며, 마케팅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2명의 상급 프로젝트 관리자, 2명의 상급신사업 관리자 

그리고 상급 소비자 인사이트 매니저로 이루어진 팀을 이끌어서 트렌드 파악, 마케팅 과정, 리더십 등의 업무를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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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9, 2013

 Time                                                                     Program 

	 09:00	-	09:30 Registration

	 09:30	-	09:40 Opening Remarks

  Dr. Yuhyun Park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Session INNOVATION <Moderator: Prof. Jung-Il Jin>

 09:40	-	10:00 Lecture 6 From Basic Science to Advances in Antiinfective Medicine

  Professor Ada Yonath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Israel / 2009 Nobel Prize in Chemistry)

 10:00	-	10:20 Lecture 7 Inorganic Graphene Analogues and Related Materials

  Professor C.N.R. Rao (Jawaharlal Nehru Centre for Advanced Scientific Research, India)

	 10:20	-	10:40 Lecture 8 Development of Cancer Immunotherapy Utilizing 

   Cross-disciplinary Tools in Biomedical Engineering

  Professor Kyung-Mi Lee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0:40	-	11:30	 Q&A: Ada Yonath, C.N.R. Rao, Kyung-Mi Lee

 11:30	-	13:30 Lunch

*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Day 2,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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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Yonath

● ● ● Institution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Israel

● ● ●

Nobel Laureate 2013 in Chemistry

ㅡ
Education

1959-62  B.Sc., Chemistry, Hebrew University, Jerusalem, Israel 

1962-64  M.Sc., Biochemistry, Hebrew University, Jerusalem, Israel 

1964-68  Ph.D., X-ray crystallography, Weizmann Institute, Israel

ㅡ
Professional Experience

1969  Post-Doctoral Fellow, Mellon Inst. Pittsburgh, Pa., USA 

1970  Post-Doctoral Fellow, Dept. of Chemistry, MIT, Cambridge, MA, USA

1989-  Director, the Kimmelman Center for Biomolecular Assemblies, WIS 

1988-  Professor, Dept. of Structural Biology,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ㅡ
Awards

2002  The F.A. Cotton Medal, the USA Chemical Society, USA

2003  The Anfinsen Prize of the Protein Society, Boston, USA

2006  The Rothschild Prize for Life Sciences

2007 The Wolf Prize, Jerusalem, Israel

2009       Nobel Prize for Chemistry, Stockholm, Sweden

ㅡ
Fields

Crystallography

ㅡ
Known for

Pioneering work on the structure of the ribosome

ㅡ
Reference

http://en.wikipedia.org/wiki/Ada_Yonath

http://www.weizmann.ac.il/sb/faculty_pages/Yon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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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Yonath
▎Lecture Title: From Basic Science to Advances in Antiinfective Medicine

▎Abstract

Ribosomes, the universal cellular machines that translate the genetic code into proteins, are targeted by many antibiotics that paralyze them by binding to their 

various functional sites. Owing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tomic structures of eubacterial ribosomes in comlex with antibiotics, their binding modes, inhibitory 

actions and synergism pathways have been deciphered for almost all ribosomal antibiotics. These indicated the principles of distinction between patients and 

pathogens, suggested mechanisms leading to bacterial resistance and paved ways for improvement of existing antibiotics as well as for the design of advanced 

therapeutics capable of minimizing antibiotics resistance.

▎연구 Keyword: 리보솜(Ribosome)

▎연구분야 소개: 구조 생물학(Structural biology)

분자 구조는 과학자들의 주된 연구 대상의 하나이다. 분자 구조로부터 분자의 화학적 성질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특성을 지닌 분자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X-선 결정법과 핵자기 공명법은 분자 구조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X-선 결정법은 X-선을 결정에 쪼이면 전자에 의해 X-선이 산란되어 나타나는 X-선 회절 

패턴을 분석하여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을 밝히는 방법이다. 핵자기 공명법은 라디오파를 물질에 쪼이면 원자핵의 고유 회전에 의해 흡수되는 주파수 패턴을 분석하여 물질 내부의 

원자 배열을 밝히는 방법이다.

구조 생물학은 생체 분자, 특히 단백질, 핵산, 이들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구조 생물학에서 X-선 결정법과 핵자기 공명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X-선 결정법은 

결정에서의 분자 구조를 분석하고 핵자기 공명법은 용액에서의 분자 구조를 분석하므로 이 두 방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분자 구조를 밝히는데 유용하다. X-선 결정법은 핵자기 

공명법에 비해 고분자량 생체 분자의 구조 분석에 유리하지만 단백질 접힘과 같은 생체 분자의 동역학 분석에는 불리하다. 현재 두 방법을 이용하여 막 단백질의 구조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구조 생물학은 생물 정보학과 연계되어 질병의 진단, 치료, 신약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연구 업적

리보솜은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는 세포 소기관으로 세포질에서 단백질 합성을 수행한다. 리보솜은 핵산과 단백질의 복합체인 소단위체와 대단위체로 이루어졌다. 세균에서 

소단위체는 1개 rRNA와 22개 단백질로 이루어졌고 대단위체는 2개 rRNA와 33개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소단위체와 대단위체의 분자량이 각각 0.85 MDa, 1.45 

MDa에 이른다. 리보솜은 mRNA, tRNA, 여러 인자와 결합한 후 m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한다. 소단위체의 rRNA와 단백질이 mRNA와 tRNA 사이의 유전 암호 

해독이 이루어지는 해독 중심을 구성하고 있다. 대단위체의 긴 rRNA가 RNA 효소(리보자임)로서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 형성을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리보솜에 작용하는 

여러 항생제는 이 리보자임 활성 부위에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억제한다.

Ada Yonath는 1999년 리보솜 소단위체의 3차원 구조를 극저온 X-선 결정법으로 규명하여 미국 국립과학회원보(Proc. Natl. Acad. Sci. USA, 96권, 14252쪽)에 

발표하였고 이 업적으로 리보솜 대단위체와 소단위체의 3차원 구조를 각각 규명한 Thomas A. Steitz (Cell, 1998, 93권, 1105쪽), Venkatraman Ramakrishnan (Nature, 

1999, 400권, 833쪽)와 함께 2009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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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 
Rao

● ● ● Institution

Jawaharlal Nehru Centre for Advanced Scientific Research, 

India

ㅡ
Education

1951  B. Sc., Chemistry; Mysore University, India

1953       M. Sc., Chemistry; Banaras Hindu University, India

1958       Ph. D., Chemistry; Perdue University, US

1960       D. Sc., Chemistry; Mysore University, India

ㅡ
Professional Experience

1963-76    Professor of Chemistry,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anpur, India

1977-84   Founder Chairman, Solid State and Structural Chemistry Unit and Materials Research 

Laboratory, Indian Institute of Science

1984-94  Director, Indian Institute of Science

1993-97  Honorary Professor, University of Wales, Cardiff

ㅡ
Awards

2000    Hughes Medal by the Royal Society

2004   The India Science Award

2005       Dan David Prize

ㅡ
Fields

Chemistry

ㅡ
Known for

One of the world's foremost solid state and structural chemists

Currently serves as the Head of th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to the 

Prime Minister of India

Honorary Doctorates from 51 Universities

A member of various science committee in many countries

ㅡ
Reference

http://www.jncasr.ac.in/cnrrao/index.html

http://en.wikipedia.org/wiki/C._N._R._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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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 Rao
▎Lecture Title: Inorganic Graphene Analogues and Related Materials

▎Abstract

Graphene has been a sensational discovery of recent years. In the last two to three years, there has been effort to prepare graphene-like layered inorganic 

materials such as MoS2, WS2, GaS and BN. Several methods of synthesis of such nanosheets have been developed. Some of the recent results on few-layer 

metal chalcogenides and BN will be presented. Specially interesting are some of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se nano materials such as magnetism and 

superconductivity. Transistors and devices have been fabricated with some of the few-layered inorganic materials. A new graphene-like material is Bx Cy Nz. 

The unusual gas adsorptive properties of high-surface area borocarbonitrides will be discussed. Open-framework materials incorporating graphene have been 

synthesized and characterized. These materials also show gas adsorptive characteristics. Porous materials wherein graphene layers are connected by organic 

linkers constitute a novel class of materials. Few-layer species of two-dimensional open-framework hybrid materials are generated by ultrasonication.

▎연구 Keyword: Solid State and Materials Chemistry (고체 및 재료화학)

▎연구분야 소개: 자성학(magnetism)

자석스티커, 자석칠판 등 자석을 이용한 유용한 제품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철성분이 들어 있는 물질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자석의 독특한 성질 때문이다. 

홀전자(전자는 쌍을 이루는 성질이 있는데 쌍을 이루지 못한)가 있는 전이금속 이온은 스핀 모멘트와 오비탈 모멘트를 가지고 있으며, 스핀(spin)-오비트(orbit) 상호작용은 전이

금속을 둘러싼 기하구조에 따라 다르다. 스핀-오비트 상호작용은 막대자석과 같은 영구자석을 만드는데 중요한 특징이다. 스핀-스핀 상호작용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자기적 

성질이 발현된다. 상호작용이 온도와 자기장 영향에 비해 매우 작을 때 상자기적 성질을 보이는데 이 경우 스핀들이 서로 관계없이 독립적이다. 이것은 마치 기체 분자들이 이상기

체처럼 거동하는 것과 닮았다. 한편 실제기체와 같이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을 고려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즉 스핀-스핀 상호작용이 충분히 클 때, 스핀들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는 

강자기적 성질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는 반강자기적 성질을 갖는다. 강자성 물질은 자기적 비등방성으로 인해 자구(magnetic domain)를 형성하게 되며 자구 내에는 스핀의 

배향이 동일하다. 따라서 자구를 이용하면 자기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구가 포함된 강자성 박막을 제조한 후 자기장을 가하여 한 개의 자구에 up 스핀을 만들고 

이웃하는 자구에 down 스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1/0의 형태의 자기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기록된 정보를 읽기 위해 자구에서 나오는 아주 미미한 자기적 신호를 감지

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자기센서가 필요하다. 자기저항물질(magnetoresistance materials)은 작은 자기장에 의해 전기저항이 급격히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

기록체에서 나오는 자기적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자기저항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테마이며, 2007년 거대자기저항물질

(giant magnetoresistance materials)에 대해 공헌한 과학자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되었다.

▎주요 연구 업적

Rao교수는 전이금속 산화물에서 나타나는 자성학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과학자이다. 1980년대 합성한 이차원 층상 산화물인 La2CuO4은 Y-Ba-

Cu-O 산화물계와 함께 고온 초전도현상을 나타내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초전도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전혀 없고 자기 부상 효과가 나타나는 양자역학 현상이다. 

Rao교수는 산화물 연구를 통해 초전도 현상의 중요한 메커니즘 이해에 대한 기초지식을 확립하였다. 이와 함께 자기적 성질에 따른 전기적 성질 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색하

였다. 자기적 기록매체는 자구(magnetic domain)에 up스핀이나 down스핀의 형태로 정보를 저장한다. 저장된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 기록매체에서 나오는 작은 신호를 검출할 

필요가 있다. Rao교수는 자기센서로 응용성이 높은 초거대자기저항물질(colossal magnetoresistance materials)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특히 산화물 구성물질의 

조성 변화가 미치는 자기적 특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발전시켰다. Rao교수는 그 후 20여 년 동안 그래핀을 비롯한 나노기반 하이브리드 재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나노

재료 개발 및 응용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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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Mi 
Lee

● ● ● Institution

Korea University Medical School, Republic of Korea

ㅡ
Education

1983-87 B.S.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987-89 M.S. Physical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989-95 Ph.D.Pharmacology and Physiolog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

ㅡ
Professional Experience

1996-99   Research associate, Dept. of Immunology, University of Chicago 

2000-01   Research Instructor, Dept. of Immunology, University of Chicago 

2001-04   Assistant Professor, Dept. of Pathology, University of Chicago Research 

2003-06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iochemistry, Korea University Medical School 

2006-09   Associate Professor, Dept. of Biochemistry, Korea University Medical School 

2009- pre Professor, Dept. of Biochemistry, Korea University Medical School 

2013- pre Joint professor, Dept. of Melanoma Medical Oncology, MD Anderson

ㅡ
Awards

1985-87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al Honors 

1989-94 University of Chicago, Erma Smith Fellowship 

1995   Charles Higgins Award for Physiologists

2008      Ilcheon Young Scientist Award

2011      EMM Journal Achievement Award

ㅡ
Fields

Understanding the molecular mechanism underlying immune 

suppression in tumor patients.

Investigation of the anti-tumor immunotherapy using 

autologous NK and T cells.

Understanding the functions of NK and T cell co-stimulators 

involved in anti-tumor responses.

Establishment of immune suppressive regimen in allo and/or 

xenogeneic organ transplantation.

Developments of treatments of incurable resistant cancer 

complex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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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Mi Lee
▎Lecture Title: Development of Cancer Immunotherapy Utilizing Cross-disciplinary Tools in Biomedical Engineering

▎Abstract

My research focuses at the development of novel translational approaches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cancer. As an emerging next generation therapeutic 

modality, immune cell therapy may offer an effective regimen for cancer patients whose disease is refractory to conventional therapy. NK cells present advantage 

among various cell types, due to their intrinsic ability to kill a wide range of tumor cells by patterned recognition of target ligands. Here, I will introduce the novel 

NK cell expansion method we developed in the lab, and their potential application to the mouse tumor model of melanoma. We also put forth cross-disciplinary 

efforts in biomedical engineering and the development of unique biomaterial platform for immune cell detection, selection, and expansion as a means of 

enhancing the human immune response both in vitro and in vivo. This is the first demonstration of lymphocyte-culture scaffolds enabling selective isolation, 

accommodation, and sustained release of immune cells for the purpose of cell therapies.

▎연구 Keyword: Immunotherpy, NK cell, T cell

▎연구분야 소개: 면역학 (Immunology)

면역학은 인체의 면역계, 즉 면역세포와 면역기능을 중심으로 병원체에 대한 개체방어기작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체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20세기 이후 크게 발전하고 있는 학문이다. 면역계는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인 선천 면역계에서 적응면역계까지 다단계의 방어시스템을 통하여 생체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에 이상이 생길 경우 불균형이 초래되어 각종 난치성 질병이 발생한다. 따라서 많은 과학자들은 면역계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여 정상상태로 

회복, 강화시켜 면역관련 질환을 치료하고자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업적

 •Adoptive NK Cell Therapy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암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오고 있다. 현재 수술과 약물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일차적인 항암치료로 암환자의 생존율이 증가

하였으나, 이들 치료법에 내성이 생긴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치료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희망으로 떠오르는 항암면역세포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암의 전이 및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그룹에서 이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이들 항암면역세포치료제로서 

특히 Natural Killer (자연살상) 세포와 항원특이적 T세포를 이용하여 말기 암환자를 치료하고자 연구하고 있다. 

  선천면역계에서 중요한 NK세포는 어떠한 자극이 없어도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를 속히 인식하여 살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암 환자의 경우 대부분 체내 존재하는 

NK세포의 수와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NK세포나 건강한 공여자의 NK세포를 다량으로 배양한 후 다시 암 환자에게 주입하여 

체내에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살상시키는 adoptive cell therapy (입양면역치료)가 세계적으로 태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혈액 내에 NK세포는 약 10~20%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은 환자에게 주입 가능한 항암면역세포를 얻기 위하여 NK세포를 배양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진이 

개발한 방법을 이용시 효과적으로 체외에서 NK세포만 선택적으로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배양된 NK세포의 암세포 살상능도 월등한 것을 동물 발암모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진은 현재 NK세포치료제의 항암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여러 분자생물학적 시도 및 combination modality를 통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입한 NK세포의 체내 생존율을 높이고 특정암부위로 타겟팅하여 잔존하는 암세포들을 효과적으로 살상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암의 퇴치를 이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암환자 및 면역관련 질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항암면역세포 탑재 nanoscaffold의 intratumoral-postsurgery adjuvant therapy (IT-PSAT) 제형개발

  현재 항암 치료를 위해 면역세포치료제의 임상시도가 진행 중에 있다. 미국에서는 전립선암 치료를 위한 수지상 세포치료제가 임상 허가를 받았으며, 한국에서는 크레아젠, 

이노셀, 엔케이바이오 등의 회사가 임상3상에 진입 중에 있으나,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세포들이 생체 내 생존기간이 너무 짧고, 대부분의 세포들이 간이나 

폐로 들어가 체외로 급격히 유출이 되어 암조직으로 도달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렇게 잃어버리는 숫자를 보상하기 위해 많은 수의 세포를 주입해야 하는데, 이 세포수를 

얻기 위한 세포 배양에는 시간과 경비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종양 부위 내에, 그리고 좀더 오래 살면서 천천히 방출되는 T세포를 생체

이식형 나노패치에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이경미 교수는 1998년 T세포 불활성화의 분자적 기작에 대하여 규명하여 Science 지에 발표한 이후 T세포와 NK세포의 작용기전 및 항암기작에 대하여 규명하여 다수의 저명한 

잡지에 발표 하였고 이후 응용 학문에 관심을 갖고 세계 최초로 다양한 나노소자를 사용해 특정면역세포를 분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세포치료기술에 

응용하여 2010-2012년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와 Nano letters 등에 발표하였다. 또한 항암면역세표치료비용을 10분의 1의 낮추는 맞춤형세포치료기술을 

개발하여 2013년에 cancer research에 발표 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에 일천젊은과학자상, 2011년에는 학술지공로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2012년 

동아일보에서 선정한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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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9, 2013

 Time                                                                     Program 

Session FUTURE  <Moderator: Prof. Seung-Joon Jeon>

 13:30	-	13:50 Lecture 9 Revisiting Old Knowledge in an RNA World

  Dr. Alexandra Henrion-Caud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Medical Research, France)

	 13:50	-	14:10 Lecture 10 Multiscale Modeling of Complex Biological Systems and Processes

  Dr. Arieh Warshel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A / 2013 Nobel Prize in Chemistry)

	 14:10	-	14:50 Q&A: Alexandra Henrion-Caude and Arieh Warshel

 14:50	-	15:20 Refreshment Break

	 15:20	-	16:20 Panel Talk Concert    Sciences, Culture and My Story

  Chair: Professor Bengt Nordén, Dr. Yuhyun Park
  Panelists: Ada Yonath, Alexandra Henrion-Caude, Jennie Walldén, Kyung-Mi Lee 
  Four High School Students

	 16:20	-	16:30 Closing Remarks

  Bengt Nordén (Chairman, Molecular Frontiers Foundation)

  Byoung-Chul Kim (President, Korea University)

  Bertil Andersson (President,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16:30 End of Molecular Frontiers Symposium 2013

*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Day 2, 
Aftern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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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ra 
Henrion-Caude

● ● ● Institutio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Medical Research, France

ㅡ
Education

1991 M.Sc. Applied Biology and Genetics, University of Paris VII

1992 Fifth year Diploma in Cellular and Molecular Genetics, DEA-University of Paris VI

1997  Ph.D. in Genetics-Physiopathology, University of Paris VII

2001 National Certificate to Conduct Animal Research, DU-University of Paris V

2005  National Certificate as Director of Research, HDR-University of Paris VI

ㅡ
Professional Experience

1991-92  ERASMUS Fellow, University of Leicester, Leicester, United Kingdom

 Research Project: Hypervariability of minisatellites.

1992-97  Doctorate Fellow, Cochin Hospital. Inserm U129, Paris, France. 

 Project: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glucose response.

1997-98  Post-doctorate Fellow, Harvard Medical School. Joslin Diabetes Center, Boston,

 USA. Research Project: Long-term memory formation.

1998-99  Project leader, 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USC Los Angeles, USA. 

 Research Project: Molecular basis of lung development.

1999-07  Group Leader, Hôpital Armand Trousseau, Department of Pneumology, Inserm

 E213/U719 Paris, France.Research Project: 

 (1) Modifier genes of Cystic Fibrosis (2) Growth and repair of the lung.

2007-       Group Leader, Imagine Institute. Hôpital Necker EnfantsMalades, Department of Genetics, 

Inserm U781, Paris, France.Research Project: (1) Involvement of non-coding RNA in genetic 

disease (2) Software and database for the study of genetic disease.

ㅡ
Awards

1998 Marc Montminy NIH Postdoctoral Fellowship

2013 Eisenhower Fellow from the multi-nation program

ㅡ
Fields

Genetic, molecular physiology, pathology

Finding innovative systems to study genetic disease, 

and in particular those that are relevant to the formally 

called "junk" DNA, the non-coding 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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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ra Henrion-Caude
▎Lecture Title: Revisiting Old Knowledge in an RNA World

▎Abstract

The past century has witnessed an impressive series of discoveries in biology. This applies in particular to molecular biology, the discipline that seeks to 

fully understand the molecular basis of heredity, genetic variation, and the expression patterns of genes. Human genetic variation potentially influences all 

conditions. Until recently, variations in coding sequence were almost uniquely regarded as bona fide causative mutations in inherited conditions. However, 

increasing evidence suggests that non-coding RNAs act as a reservoir of genetic information since the vast majority of the genome is transcribed, in apparently 

a developmentally regulated manner. Non-coding RNA genes produce RNA of varying length that performs regulatory and control processes. Understanding the 

interplay of genes, RNA, proteins and other components–including the environmental influences from outside- is a crucial step towards an integrative view of 

our health.

▎연구 Keyword: RNA 간섭(RNA interference)

▎연구분야 소개: 분자 생물학(Molecular biology)

세포는 발생 전이, 환경 이동, 병원체 침입 등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세포는 자기 것과 자기 것이 아닌 것,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유전자를 발현한다. 유전자 발현은 

전사, 전사 후, 번역, 번역 후 단계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시기, 위치에 따라 유전자 산물의 양, 활성이 이들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조절된다. 유전자 발현 조절은 

분자 생물학의 주된 연구 대상의 하나이다.

유전자 발현은 유전적이나 후성적으로 조절된다. 유전적 조절과는 달리 후성적 조절은 DNA 염기 순서를 바꾸지 않고 이루어진다. 유전자 발현의 후성적 조절 과정을 통칭하여 

유전자 침묵이라 부른다. 유전자 침묵은 주로 전사와 전사 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유전자 각인과 RNA 간섭은 각각 전사와 전사 후 단계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유전자 침묵 

기작이다. DNA 메틸화는 세포 분열과 분화에서 유전자 발현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유전될 경우 유전자 각인을 유발하는 중요한 예이다. 전사 후 RNA 분해 

또는 저해는 RNA 양을 감소시켜 번역에서의 단백질 합성을 하향 조절한다. RNA 간섭은 RNA 분자가 특정 RNA 분자를 파괴하여 유전자 침묵을 유발하는 과정으로 중요한 유전자 

발현 조절 기작이다.

유전자 침묵은 유전체가 보존되면서 동시에 동적으로 다양한 유전적 지형을 창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유전자 침묵을 유발하는 인자들을 밝히고 발생과 발병에서 이들의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유전자 침묵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종양 진행과 바이러스성 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주요 연구 업적

RNA 간섭은 RNA 분자가 특정 RNA 분자를 파괴하여 전사 후 유전자 침묵을 유발하는 후성적 유전자 조절 기작이다. RNA 간섭에는 siRNA와 miRNA라는 두 종류의 RNA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Dicer라는 효소에 의해 긴 dsRNA가 잘려 만들어진 짧은 dsRNA를 siRNA라 한다. Drosha/DGCR라는 복합체에 의해 1차 전사체 miRNA가 가공되어 전구체 

miRNA가 만들어지고 Dicer에 의해 전구체 miRNA가 잘려 성숙 miRNA가 만들어진다. RISC라는 복합체의 Argonaute 효소에 의해 ssRNA 상태의 siRNA 또는 miRNA와 상보적 

염기 순서를 지닌 mRNA가 잘린다. 그 결과 이 특정 mRNA의 발현양이 감소하여 번역 단계에서의 단백질 합성이 하향 조절된다. siRNA는 주로 바이러스나 전이인자로부터 기인된 

외인성 dsRNA이고 miRNA는 주로 세포의 전사체로부터 기인된 내인성 dsRNA이다. miRNA는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해 세포의 분화, 성장, 사멸에 관여한다. RNA 간섭은 

발생, 발병 기전 등의 연구는 물론 신약 개발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Alexandra Henrion-Caude는 miRNA, lncRNA 등 non-coding RNA와 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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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eh
Warshel

● ● ●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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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eh Warshel
▎Lecture Title: Multiscale Modeling of Complex Biological Systems and Processes 

▎Abstract

Despite the enormous advances in structural studies of biological systems we are frequently left without a clear structure function correlation and cannot fully 

describe how different systems actually work. This introduces a major challenge for computer modeling approaches that are aimed at a realistic simulation of 

biological functions, including capturing directional motion on complex multidimensional landscapes and the corresponding long time processes. Here we review 

progress in such challenging studies, starting with the renormalization approaches aimed at modeling long time processes and demonstrating it by proving that 

dynamical effects cannot change the rate of the chemical steps in enzymes, as long as the chemistry is the rate-limiting step (1) Next we describe the use our 

electrostatic augmented coarse grained (CG) model (1) and the renormalization method to simulate the action of different challenging complex systems. It is 

shown that our CG model produces, for the first time, realistic landscapes for vectrorial process such as the actions of F1 ATPase (2) F0 ATPase (3) and myosin 

V (4) It is also shown that such machines are working by exploiting free energy gradients and cannot just use Brownian motions as the vectroial driving force. 

Significantly, at presen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ses studies are the only studies that reproduced consistently (rather than assumed) a structure based 

vectorial action of molecular motors. We also describe a breakthrough in CG modeling of voltage activated ion channels (5) Finally, we outline a recent simulation 

of the tag of war between staled elongated peptide in the ribosome and the translocon as an illustration of the power of our CG approach (6) The emerging 

finding from all of our simulations is that electrostatic effects are the key to generating functional free energy land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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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Keyword: Computational enzymology (계산 효소학)

▎연구분야 소개: 효소학(Enzymology) 

효소(enzyme)는 생체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화학반응에서 촉매(catalyst)로 작용하여, 생체 조건에서 화학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함으로써 생명현상을 유지하게 해준다. 효소가 

촉매로서 작용하여 일어나는 생체내 화학반응을 효소-촉매화 반응이라고 한다. 효소는 단백질의 한 종류이며, 효소-촉매화 반응이 일어날 때 기질(반응물)은 효소의 활성부분

(active site)에 결합한다.

효소-촉매화 반응에서는 먼저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여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하는 중간체를 만들고, 효소-기질 복합체는 생성물과 효소로 분해된다. 분해된 효소는 소멸되지 

않고 다시 화학반응에 이용된다. 이 때, 효소는 촉매로 작용하여 화학반응의 활성화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이 빨리 진행되게 해준다. 또한, 효소는 특정한 기질과만 반응하는 

기질특이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효소의 작용이 없으면, 생체조건에서 화학반응은 매우 느리게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아서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생체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효소-촉매화 반응이 알려져 있고, 여러가지 실험방법을 통해서 연구되어져 오고 있다.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효소학

(enzymology)이라고 한다. 

효소-촉매화 반응을 연구하는 것은 생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이해는데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촉매 및 신약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효소는 거대한 단백질로 활성부분에 특정기질이 결합을 하여 촉매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효소-촉매화 반응의 메카니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효소 단백질의 전체적인 구조, 

활성부분의 역할,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될 때 활성부분 주변부의 구조 변화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단지 실험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효소-촉매화 반응의 메카니즘을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요 연구 업적

그 이전 주로 화학실험에 의존하였던 효소학 분야에 1970년 중반에 Arieh Warshel 교수는 컴퓨터 모델링 또는 분자 모의실험(molecular simulations)등을 통해서 효소-촉매화 

반응을 연구하는 것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계산 효소학(computational enzymology)의 시작이다. 그 이후, 컴퓨터의 빠른 계산능력과 계산방법의 발달을 통해서 계산 효소학은 

다양한 효소-촉매화 반응을 연구하는데 활용되어지고 있다. 계산 효소학을 통해서 효소-촉매화 반응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원자수준에서의 그 메카니즘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효소-촉매화 반응의 모델에 대한 다양한 계산방법이 개발되어, 효소단백질의 활성부분의 구조 예측, 효소-촉매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계산, 실험결과의 

정확한 해석 등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 분야의 개척자이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Arieh Warshel 교수는 다양한 계산법을 적용하여 생체분자의 구조-기능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Cartesian-based force field 프로그램, 효소반응을 모사하는 양자역학/분자역학 계산법, 생체반응에 대한 분자 동력학 모사법, 단백질의 미시적 정전기 모델 및 

자유에너지 섭동법 등을 활용하여 생체분자의 기능에 대한 계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도 노벨 화학상을 수상자로 선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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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niversity

    Overview (as of 2013)

 ● Students
  - Undergraduate: 27,272 (38% Female )
  - Postgraduate: 10,345 (43% Female )

  ● Faculty
  - Full-Time: 1,618
  - Part-Time: 3,093

  ● Educational Institutions

  ● Courses in English: 40%

  ● International Accreditations
  - AACSB, EQUIS (Business School)
  - JCI (Anam Hospital)

  ●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 Universitas 21
  - iCUBE
  - Asia-Pacific Association for Int’l Education

  ● International Partnerships
  - 859 Institutions in 90 countries

  
  Anam  Sejong 
 Graduate Schools  19 4
 Colleges & Divisions  19 4
 Research Institutions  1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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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llKU Global Campuses (Partnerships with 859 universities in 90 countries)

llStudent Mobility (1996 – 2012)

  
 ’96  ’99  ’02  ’05  ’08  ’10  ’11  ’12 
  

78 57 273 858 1,109 1,062 1,184 1,203
       
 2 37 40 296 600 895 1,102 1,262
       
 -  -  170 340 789 1,001 1,239 1,492
       
 -  -  -  475 1,405 1,378 1,376 1,413

    1,986 3,023 3,528 3,729 3,817

Outgoing 
Exchange

Incoming 
Exchange

Degree 
Seeking

ISC

K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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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suk Choi Staf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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