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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68 방사성의약품
Ga-68 Radiopharmaceuticals

임상적용을위한 Ga-68표지플랫폼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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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Cancer Research and
Clinical Oncology]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long-term
outcomes of rhabdomyosarcoma
in Korean childre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single-center
experience

• 그 외 1편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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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체및대사체상호작용에대한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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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체분석팀
단백체 및 대사체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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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백질 동정: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단백질을 분리하여 펩타이드로 가수분해 후, 질량분석정보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동정하는 방법 입니다.

Home

암연구코어센터 단백체분석팀
Proteomics Core Facility

단백질 및 펩타이드 분리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최신질량분석기술을 기반으로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정성, 정량분석

을 통해 단백체 및 대사체 상호작용에 대

한 연구를 지원합니다.

질량분석기술을 이용한 단백체/대사체 분야의 실험 및 분석 지원

Proteomics Core Facility

https://www.ncc.re.kr/researcher.ncc?uri=ri_statistics&in_dept_nm=RIB
http://www.ncc.re.kr/
http://www.ncc.re.kr/core
https://www.ncc.re.kr/researcher.ncc?uri=ri_pat&in_dept_nm=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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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지 단백체 프로파일링: Tandem Mass Tag(TMT) isobaric reagent를 펩타이드에 표지하여 서로

다른 2~18개의 시료를 동시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질량 분석방법으로 정확한 상대 정량이 가

능한 방법입니다.

3. 비표지 단백체/대사체 프로파일링: 고성능/고분해능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생체 시료들 사이

에 존재하는 단백체/대사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시료별 단백체/대사체의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바이오마커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Proteomics Core Facility

http://www.ncc.re.kr/
http://www.ncc.re.kr/core
https://www.ncc.re.kr/researcher.ncc?uri=ri_pat&in_dept_nm=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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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적단백체/대사체 정량분석: 단백체/대사체 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동정된 biomarker

candidate 및 혈액, 척수액, 소변 등 체액에 존재하는 단백체/대사체를 정량 분석하는 방법입니

다.

- Stable Isotope labelled reference peptide/metabolite analysis using Orbitrap series mass

spectrometer

- AbsoluteIDQ® p400HR, MxP® Quant HR Xpress analysis of physiological Fluids using Q

Exactive mass spectrometer

* 단백체분석팀 보유 LC-MS 질량분석기기

Proteomics Core Facility

http://www.ncc.re.kr/
http://www.ncc.re.kr/core
https://www.ncc.re.kr/researcher.ncc?uri=ri_pat&in_dept_nm=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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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omics Core Facility

단백체분석팀 문의 | proteomics.core@ncc.re.kr

http://www.ncc.re.kr/
http://www.ncc.re.kr/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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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분자영상팀

Ga-68 방사성의약품
국립암센터 임상적용을 위한 Ga-68 플랫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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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영상용 Ga-68 방사성의약품

Ga-68은 68분의 반감기를 갖는 PET 영상용 방사성

동위원소로써, 다양한 전구체에 표지 후 PET 영상용

방사성의약품으로 합성됩니다. Ga-68 방사성의약품

표지 플렛폼 확립 후, Ga-68 PSMA-11의 국립암센

터 첫 임상시험이 진행됐습니다.

* PET 영상을위한 Ga-68 방사성의약품

• Ga-68은 68분의 반감기를 갖는 PET 영상용 방사성동위원소로써

소분자, 펩타이드, 단백질, 항체 등의 다양한 바이오마커에 표지

하여 Ga-68 PET 영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분자영상팀의

방사성동위원소 표지서비스는 의뢰자가 제공한 방사성동위원소

를 이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Ga-68 표지 또한 의뢰자로 부터

제공받은 Ge-68/Ga-68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Ge-68/Ga-68 

Generator 

* Ga-68 방사성의약품합성플렛폼확립

• 지난 3월 Ge-68/Ga-68 제너레이터의 핵의학과 도입

후, Ga-68 방사성의약품 합성 플렛폼이 완성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Ga-68 PSMA-11 및 Ga-68 DOTA-TOC

합성 프로토콜이 확립됐습니다.

Ga-68 PSMA-11

(전립선암 PET 영상용 방사성의약품)

Ga-68 DOTA-TOC

(신경내분비 종양 등 PET 영상용 방사성의약품)

핵의학과 GMP 

(연구동 지하 4층)

Hot Issue

https://rs.ncc.re.kr/member/log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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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68 PSMA-11 (첫국립암센터임상시험진행)

• 확립된 Ga-68 PSMA-11 및 Ga-68 DOTA-TOC 합성 프로토콜은 핵의학과 GMP실로 조제실제제 인수

인계가 되었고, 이에 따라 Ga-68 PSMA-11의 국립암센터 첫 임상시험이 진행됐습니다.

• 올 해 3월 첫 도입된 Ge-68/Ga-68 제너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약 6개월 까지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

능합니다. 두 번째 제너레이터는 10월 중 원내 재

도입될 예정으로, 이후 안정적으로 임상시험이 진

행될 예정입니다. Ge-68/Ga-68 

Generator 

Hot Issue

http://www.ncc.re.kr/
http://www.ncc.re.kr/core
https://www.ncc.re.kr/researcher.ncc?uri=ri_animal&in_dept_nm=RIAM


알림 및 공지

[동물분자영상팀] 소동물 SPECT 서비스 불가

• 소동물 SPECT 장비의 전원부 고장으로 현재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정상

화 될 때까지 양해 부탁 드립니다.

교육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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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통계분석팀] 보건의학통계과정

• 임상연구자료 기초과정

- 10월 7일 금요일 08:00-12:00

- 국립암센터 검진동 7층 전산교육장

[실험동물운용팀] 이용자교육

•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회 수료)

- 10월 5일 수요일 15:00-17:00 (연구동 5층 회의실)

시간 강의 제목 연자

08:10-09:20

모듈 1. 임상연구 자료 구축 (Excel)

한미라Excel을 이용하여 임상 연구를 위한 데이터 구축과 변수 생성 및
정제를 통한 연구 데이터 생성

09:30-10:40

모듈 2-1. 임상연구 자료 정제 (R)

이동은통계 프로그램 R을 처음 이용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R 

프로그램 기초 / 데이터 핸들링

10:50-12:00
모듈 2-2. 임상연구 자료 정제 (R)

박은영
통계 프로그램 R을 이용한 기술통계 및 그래프

[암연구코어센터] 2022년 하반기 암연구코어센터 설명회

• 각 팀별 주요서비스/신규서비스 계획 및 각종 건의사항 조치에 대한 계획

을 포함하는 암연구코어센터 설명회가 2022년 9월 28일 연구동 1층 대강

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Notice

Education & Events

http://www.nc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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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암연구코어센터 사사/공저자 논문

• Meerim Park, Jun Ah Lee, Hye Young Jin, Joo-Young Kim, Jong Woong

Park, June Hyuk Kim, Hyun Guy Kang, Seog Yun Park, Eun Young Park,

Hyeon Jin Park, Byung Kiu Park.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long-term

outcomes of rhabdomyosarcoma in Korean childre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single-center experience, Journal of Cancer Research and

Clinical Oncology, 2022, Published Online.

• Meesun Yoon, Hyo Kyung Lee, Eun Young Park, Jin Hee Kim, Jong Hoon

Lee, Young Seok Kim, Hak Jae Kim, Hunjung Kim, Chong Woo Yoo, Sun

Lee, Eun Kyung Hong, Tae Hyun Kim, Tae-Sung Kim, Sang-soo Seo,

Sokbom Kang, Suk-Joon Chang, Hye Jin Shin, Tung Nguyen Thanh Uong,

Semin Lee, Joo-Young Kim. Randomized multicenter phase II trial of

prophylactic irradiation of para-aortic lymph nodes in advanced cervical

cancer according to tumor hypoxia: Korean Radiation Oncology Group

(KROG 07-01)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2022, Published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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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소개 시설 및 장비

단백질 동정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단백질을 분리하여 펩타이드로 가수분해 후,  
질량분석정보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동정하는 방법

Q Exactive
TripleTOF5600+

단백질 변형분석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백질
변형(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 PTM)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 아미노산 잔기의 인산화, 아세틸화 등을 분석하는 방법

Q Exactive
Q Exactive HF-X
Eclipse Tribrid MS

비표지(label free) 
단백체 프로파일링

고성능/고분해능의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생체 시료들 사이에 존재
하는 단백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시료별 단백질의 특성을 찾아
내고 이를 통해 바이오마커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

Q Exactive
TripleTOF5600+

표지(labeled) 
단백체 프로파일링

Tandem Mass Tag(TMT) isobaric reagent를 펩타이드에 표지하여 서
로 다른 2-16개의 시료를 동시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질량 분석방법
으로 정확한 정량이 가능한 방법

Q Exactive
Q Exactive HF-X
Eclipse Tribrid MS

대사체 프로파일링 혈액, 척수, 소변 등 체액에 존재하는 대사체의 비표적 스크리닝 방법 TripleTOF5600+

AAALAC 인증 기관으로서, 표준화/자
동화 된 사육관리 시스템 및 조직 병
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험동물 모델
을 이용한 비임상 암 연구 수행 지원

지원내역 소개 시설 및 장비

실험동물모델
인프라

설치류 전문 사육관리
SPF(specific pathogen free) 
공조(HVAC)/보안/환경 자동모니터링

모델 동물 생산
마우스 배아미세주입장치/GEM area 
종양 이종이식 모델(예정)

생물안전 2등급 적용 연구 지원 ABSL2 facility

방사선조사 모델 연구지원 세포/동물용 방사선 조사기(XenX)

조직병리
분석

조직병리
조직처리/포매/절편기(Histocore Pearl, EC350), 
자동염색기(LEICA5010)

면역염색(IHC) Discovery XT

혈액 생화학분석(GOT, GPT, etc) DryCHEM3500i

분자유전 및 유전체 분석기술을 이용
한 다양한 유전체 분야의 실험 및 분
석 지원

지원내역 소개 시설 및 장비

Nucleic Acid 
Extraction

핵산(DNA, RNA) 추출 및 QC
QIAcube/Maxwell RSC 
48/MagNAPure 24

DNA Sequencing DNA Sanger sequencing DNA Analyzer 3730

Fragment  Analysis
STR 분석을 통한 ID 확인
5 MSI marker 분석

Genetic Analyzer 3500

Mycoplasma, virus 
test

Mycoplasma 
MHV virus, Sendai virus

QIAcube

Quantitative 
Real time PCR

Gene expression analysis LightCycler 480 II

Project based 
support

공동연구 기반 실험
(상담 및 설계 후 실험)
Gene expression, CNV, SNP genotyping, DNA methylation

Nanostring nCounter
MassArray System
Quantstudio 7flex

지원분야 담당자 연락처

연구지원
및 상담

황정아 hjungah@ncc.re.kr

지원분야 담당자 연락처

연구지원
및 상담

김경희

이하나
proteomics.core@ncc.re.kr 

지원분야 담당자 연락처

연구지원 상담 이 호 ho25lee@ncc.re.kr

실험동물
수의학적 관리

김보라 mouse@ncc.re.kr

조직병리 분석 박미선 parkms@ncc.re.kr

암 실험자원 관리 유진선 rjs4087@ncc.re.kr

Web

Web

Web

단백질 및 펩타이드 분리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최신질량분석기술을
기반으로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정성 , 정량분석을 통해 단백체 및
대사체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지원

국립암센터 연구소 암연구코어센터
(1040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 www.ncc.re.kr/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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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cc.re.kr/
http://www.ncc.re.kr/core
https://www.ncc.re.kr/researcher.ncc?uri=ri_test&in_dept_nm=RIRA
https://www.ncc.re.kr/researcher.ncc?uri=ri_core&in_dept_nm=RIOC
https://www.ncc.re.kr/researcher.ncc?uri=ri_pat&in_dept_nm=PAT
http://ncc.re.kr/researcher.ncc?uri=ri_test&in_dept_nm=RIRA
http://ncc.re.kr/researcher.ncc?uri=ri_core&in_dept_nm=RIOC
http://ncc.re.kr/researcher.ncc?uri=ri_pat&in_dept_nm=PAT


Core Center
Research

살아있는 동물에서 실시간으로 일어
나는 생체내 세포 및 분자 수준의 생
화학적 과정을 시각 영상화하는 비임
상 연구 지원

지원분야 담당자 연락처

소동물 MRI
김대홍
전소연

dkim@ncc.re.kr
soso8504@ncc.re.kr

소동물 PET-CT, 
SPECT, 

분자영상 lab 서비스
강세훈 neology7@ncc.re.kr

지원내역 소개 시설 및 장비

소동물 MRI
자기공명 신호를 이용한 고해상도 해부학적 영상, 기능
적 영상, 분자영상

Bruker BioSpec 7T

소동물 PET-CT [18F]FDG 등 PET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다중영상 SuperArgus PET/CT

소동물 SPECT 감마선 방출 핵종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영상 NanoSPECT

소동물
Optical Imaging

형광 및 생물발광물질을 이용한 영상
IVIS Lumina XR Series III
IVIS Lumina

Biodistribution & PK/PD
study

약제의 체내 장기별 분포, 약동학/약력학(PK/PD) Automatic Gamma Counter 

바이오마커 표지 약제의 방사성동위원소/형광염료 표지

분자영상 분석
영상결과의 추가 분석지원
(MR/PET/CT/SPECT/optical images)

OsiriX MD
InVivoScope
Living Imag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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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학 실현을 위해 생물정보학 분
석을 기반으로 암유전체 데이터의 다
양한 분석을 지원, 임상학적 의미의
분석과 시각화 제공

임상연구 디자인, 통계 분석, 논문/보고
서 작성 등 전반적인 연구의 통계 지원
및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자들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의학통계교육
개최

지원내역 소개

연구 설계

임상연구/임상시험 디자인 설정
연구대상자 수 산출
무작위 배정표 작성(엑셀파일 제공)
통계분석계획(SAP) 및 연구계획서(IRB) 작성

통계 분석

기술통계량
단변량, 다변량 분석
모델 기반 분석
다양한 고급 통계 분석

통계 교육 임상 연구 수행 시 필요한 통계적 이론 및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습

논문 작성
(공동 연구 한정) 

데이터 점검 및 통계 분석, 결과 표 및 그림 제공
논문 작성 및 검토, Revision 답변

지원분야 담당자 연락처

통계자문, 
연구 지원 상담

조현순 hscho@ncc.re.kr

연구지원
및 상담

박은영
이동은
한미라

biostat@ncc.re.kr

지원분야 담당자 연락처

연구지원 및 상담

홍경만
한남식
김영욱
김종광

cbio@ncc.re.kr

Web

Web

Home

지원내역 소개 시설 및 장비

유전체 분석

전장유전체(WGS), 엑솜(WES), 타겟 패널 시퀀싱에 대한 분석

유전자 염기서열 변이(Somatic mutation) 및 연관성 분석

유전자 복제수 변이 분석(Copy number variation)

구조변이(Structural Variation)

(Mutation  list, CNV list, CNV chart, SV list, Circos plot)

HPC

전사체 분석

유전자 발현에 대한 정량 분석(scRNA-seq, Drop-Seq, RNA-seq)

알려진 유전자 모델을 이용 발현값 정량화 및 시료간 정규화

차등발현 유전 (DEG) 및 기능 분석

Gene fusion (Expression matrix, Heatmap plot, Fusion gene  list)

HPC

기타 논문에

출판된 분석

TCGA/공용 데이터 분석, 기계학습/인공지능 응용 및 군집

샘플아형 분류, 생존모델분석, 데이터 시각화
HPC

https://www.ncc.re.kr/researcher.ncc?uri=ri_animal&in_dept_nm=RIAM
http://ncc.re.kr/researcher.ncc?uri=ri_animal&in_dept_nm=RIAM
http://www.ncc.re.kr/
http://www.ncc.re.kr/core
https://www.ncc.re.kr/researcher.ncc?uri=ri_heredity&in_dept_nm=CGAB
https://www.ncc.re.kr/researcher.ncc?uri=ri_statistics&in_dept_nm=RIB
https://ncc.re.kr/researcher.ncc?uri=ri_heredity&in_dept_nm=CGAB
http://ncc.re.kr/researcher.ncc?uri=ri_statistics&in_dept_nm=RIB


세포 및 조직의 다양한 타겟 물질의
2/3차원적 위치를 시료에서 영상을
통해 분석

지원내역 소개 시설 및 장비

Confocal Microscope 공초점 현미경의 영상 데이터 획득
LSM 510 META
LSM 780

Super Resolution 
Microscope

초고해상도 현미경의 영상 데이터 획득 LSM 880 Airyscan

Dynamic 형광 영상 데이터
획득

레이저를 이용한 live cell의 영상 데이터 획득
(FRAP, FLIP, FRET, micro irradiation 등)

LSM 880 Airyscan

지원분야 담당자 연락처

연구지원
및 상담 김미애 makim@nc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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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특정 항원의 발현확인과 특정
항원이 발현 세포의 고순도 분리를
지원하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신기
법의 이론 및 실기교육 실시

지원내역 소개 시설 및 장비

FACS Analyzer

Analysis of specific antigen expressed cell 

Cell cycle & apoptosis

Cellular functional assay 

FACSCalibur(2-Laser 4-Color)

LSRFortessa(4-Laser 17-Color)

FACSVerse(3-Laser 8-Color)

FACS Sorter
Sorting of specific antigen expressed cell 

Fluorescence protein expressed cell sorting

FACSAria SORP(3-Laser 11-Color)

FACSMelody(3-Laser 9-Color)

지원분야 담당자 연락처

FACS Analyzer/
Sorter 김태식 umbio@ncc.re.kr

FACS Analyzer/
Sorter 박수민 soom@ncc.re.kr

암연구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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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국립암센터 연구소 암연구코어센터
(1040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 www.ncc.re.kr/core
Copyright ⓒ 2020 ncc.re.kr. All rights reserved.

Home

Core Center
Research

https://www.ncc.re.kr/researcher.ncc?uri=ri_microscope&in_dept_nm=MIU
http://www.ncc.re.kr/
http://www.ncc.re.kr/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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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동

부속병원
본관

국가 암예방
검진동

연구소

부속병원
신관

7F 의학통계분석팀 | 동물부검실

6F 실험동물운용팀 | 동물분자영상팀

5F 유전체분석팀 | 방사성동위원소표지 Lab

4F 단백체분석팀 | 합성 Lab

3F 현미경영상팀

2F 유세포분석팀

1F 조직병리

암연구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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