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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량분석기인 LTQ-Orbitrap Velos ETD 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질량
분석 시스템 중 하나이다. 위의 장비는 고분해능 (res. = 100,000)의 사양을 보유하며, 고효율 단백
질체 분석에 사용된다. 특히, 민감도가 높아 단백체의 정량분석 (SILAC, mTRAQ, TMT, Label free) 
및 각종 질병에 대한 생체표지물질을 발굴하는데 효과적이다. LTQ-Velos는 이중 탐지기 및 새로
운 Optic system을 장착하여 기존의 LTQ-obitrap XL 장비보다 탐색 속도를 두 배 높였다. 이를 통
해 비교적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수식화 단백질 및 펩타이드의 탐색 비율을 높였다. 수식화 분석 
시 (phosphorylation, glycosylation) phosphate, glycan 등의 잔기가 빈번하게 손실되어 정확한 분
석이 어렵다. 장비에 추가된 ETD (electron transfer dissociation) 는 새로운 펩타이드 절편화 방식
(b, y ion → c, z ion) 을 구현하여 상기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최적화된 수식화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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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의 우수성 및 사양
    ● Thermo사의 최신 장비 사양 장비와 소프트웨어
    ● 초고해상도 (res.= 100,000) 로 시간당 1,000개 이상의 단백질 동시분석
    ● 소량의 샘플, 높은 감도와 특이성
    ● ETD system 도입으로 정확한 수식화 분석 가능 (단백질 의약품 정밀 분석)
 2. 장비의 넓은 사용 범위 및 활용 
    ● 제약사 및 벤처회사, 대학 및 국가 연구소에서 기초 과학 연구 분야부터 약물 연구, 개발 생산, 품질관리까지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 
       (리서치, 스크리닝, 선정, 생산, 품질 관리)
    ● 샘플 유형 : 혈액, 조직, 세포 등에 존재하는 단백질, 펩타이드
    ● 활용범위 : 암, 당뇨, 대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생체표적물질 발굴, 암 전이 조기진단 및 예측 기술 개발
         단백질 신약 개발에 따른 품질 성능 검사

1. 분석 의뢰 : 실험 세부 조건을 바탕으로 실험 수행, 시료 단백체, 수식화, 약물 표적 발굴 데이터를 보고서로 작성

1. 기본 분석료에 포함

1. 장비의 관리 및 교육의 전문성
    ● 철저한 장비 관리: 장비 담당자의 장비 관리 (주 1회 calibration), 연 1회 정기점검 (Thermo) 
    ● 정기적인 장비 교육: 워크샵 진행 (년 1회, 시료분석 포함)

2. 장비 사용의 편리성
    ● 장비 담당자의 지원: 실험 진행, 결과 분석
    ● 분석 의뢰 전 기본적인 실험에 대한 상담 가능
    ● 서비스 페이지- 실험에 대한 정보 수록
    ● 분석 후 장기적인 데이터 보관 (1년)

내용

장점

사양 및 특징

기존 방식 신약 개발의 어려움과 한계를 누구나 공감하는 요즘, 적

극적으로 도전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

어나고 있다. 새로운 신약 개발이 점차 고위험 고비용의 단계에 접

어 들어감에 따라, 기존 약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연구가 전세계

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와 함께 새롭게 개발된 약물에 대해

서도 처음부터 다양한 적응증에 대해 임상에 들어가는 추세이다. 이

에 따라 PFIZER, ASTRAZENECA, GSK 등의 대형 제약회사들은 앞

다투어 이러한 drug repositioning 연구 전담팀을 꾸려 막대한 R&D 

연구비를 투자하며 공격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

내 연구 실정 상, 각 제약사 및 대학 연구단에서 독자적으로 이러한 

drug repositioning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Drug Repositioning 서비스

based on the LCMS system(In-House)

Mangaging the quality of outsourcing
(eg, Microarray, NGS)

Integrated Bio-Pharmacological Network
Patient-drived Pathological Network

Analysis pipelines for Drug/TKM Repositioning
Analysis pipeline for Drug combination

An interactive data-driven documents
Customized infographics

Visualization

Visualization

Callaborate with Biocon

Provide the best
Customer service

Data
Generation

Data
Analysis

1. Data Generation
    ● LC-MS system을 이용한 global proteome profiling 
      (연구단 자체 시스템)
    ● 필요에 따라 outsourcing 활용. (eg. Microarray, NGS) 
2. Data Analysis
    ● 약물의 신규 기능 탐색을 위한 분석 파이프라인
    ● 한의약재의 신규 기능 탐색을 위한 분석 파이프라인
    ● 조합약물 예측을 위한 분석 파이프라인
3. Validation
    ● 바이오콘 내 연구팀과 연계해, 예측 결과 최종 검증
4. Visualization
    ● An interactive data-driven documents
    ● 고객 맞춤형 infographics

1. 기존 약물의 새로운 가능성 예측
2. 한의약재의 새로운 가능성 예측
3. 새로운 약물 조합 예측

1. UNIQUE DATA
    ● 독자적으로 구축한 약학/한의약 통합형 의약학데이터 베이스
    ● 대용량 환자 유래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 데이터
2. FAST TRACK 
    ● 데이터 생산부터 예측, 검증까지 한자리에서 진행. 

내용 

장점사양 및 특징

장비 이용

장비 사용을 위한 부속품, 시약, 버퍼 용액 이용
이에 본 연구팀은 수많은 적응증 중에서 해당 약물에 효과를 보일 적응증을 시스템적으로 빠르게 예측해 내는 기술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기술을 위해 독자적으로 구축한약학/한의약 통합형 의약학데이터 베이스와 대용량 환자 유래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본래 기존 약물의 기능을 예측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그 범위를 한

의약 분야로 확대하였다. 또한 앞으로 약물과 한의약의 조합 예측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모든 서비스는 각 연구자

들의 연구 특이성을 이해한 후에, 맞춤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Data generation부터 analysis, validation 그리고 visualization

까지 연구자가 필요한 단계를 선택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최고의 결과를 얻을 때

까지 함께 하는 분석 파트너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