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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4     서울대학교 이학사 

1994-1996     서울대학교 이학석사 

1996-1999     서울대학교 이학박사 (분자생물학)

2000-2003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포스트닥,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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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5     서울대학교 창의선도연구자 (중견석좌교수) 

2013-현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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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3회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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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제10회 로레알 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대상

2012             박병규-김병수 암연구상

2012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이학 부문)

2014             삼성행복대상 (창조상 부문)

2015             제11회 경암학술상 (생명과학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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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발표되었던 영화 매트릭스는 인간의 기억을 지배하는 가상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공 두뇌를 가진 컴퓨터가 지배하는 2199년 현실 세계에서 뇌세포에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입력 당한 인간들은 1999년의 가상 현실을 살아간다. 이 영화에서 세상은 0과 1로 암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장면 처리가 인상적이었다. 

  과연 생명현상에도 어떤 코드가 존재하고 해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해독을 통해서 우리는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보물섬이 아닐 수 없고 어떤 모험을 감수하고라도 정복해 볼 대상 임에 틀림없다. 

  그럼 먼저 생명현상의 암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유전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영어는 

26개 알파벳으로 구성되고 컴퓨터는 0과 1로 된 2진수를 언어로 사용하는데 우리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아데닌 (A), 구아닌 (G), 티민 (T), 시토신 (C) 이라는 염기로 구성된 4진수의 언어를 사용한다. DNA에는 

우리 몸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청사진이 들어있으며 사람들간의 청사진 (염색체)은 99.5%가 유사하고 0.5%가 

서로 다르다. 즉 DNA는 인간을 구성하는 설계도를 저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간 DNA를 구성하는 

약 30억 개의 염기서열을 결정하고 모든 유전자를 찾아내고자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림 1. 영화 매트릭스에서 암호화된 세상을 보여주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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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1990년에 시작해서 

2001년 조기 달성할 때까지 수많은 기대를 안고서 질병 

유전자 연구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보였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가져다 준 성과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유전체 프로젝트만으로 

충분치가 않았으므로 후성유전체 (DNA 염기서열 변화 

없이 히스톤과 DNA 메틸화 등을 통해 유전자 발현에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후성유전체 연구는 우리에게 어떻게 암호를 

해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후성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바뀔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지 또한 이런 기술들의 

현재와 미래는 어떠한지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보물섬을 

탐험해보고자 한다. 

  강의의 말미에서는 질병 유전자 연구에 대한 예로서 암과 암 전이 과정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소개와 질병 정복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암과 암 전이가 

무엇인지 정의해보고, 암을 억제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암이라는 질병이 왜 무서운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은 어떠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또한 인간 질환 

연구에서 유전자 변형 마우스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예들을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생명과학의 X파일을 열어라

그림 2. 인간의 몸은 약 270여종의 세포로 구성되며 

핵은 23쌍의 염색체 (DNA와 히스톤으로 구성)를 

보유함

그림 3. 환경과 후성유전학. 후성유전학은 초기에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전학이라는 의미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