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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벨 생리학∙의학상
Jeffrey C. Hall
출생: 1945년, 뉴욕, 미국
수상 당시 소속: 메인 대학교, 메인, 미국
(University of Maine, Maine, ME, USA)
수상 이유: "24시간 주기 리듬을 통제하는 분자 매커니즘의 발견”

강의명: Cracking the Case of Circadian Rhythms by
Drosophila Genetics
제작: 2008년 9월 29일, 2018년 5월 31일 검토
주제: 생체 리듬 돌연변이 – 상응하는 유전자에 대한 식별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추론 - 유전자 조작이 가져오는
기능 – 원상태에서의 추가 생체 리듬 유전자 식별과 이
와 유사한 유전자 조작 – “pacemaking” 관련 기능 및
분석

2017년 노벨 화학상
Joachim Frank
출생: 1940년 9월 12일, 지겐, 독일
수상 당시 소속: 컬럼비아 대학교, 뉴욕, 미국
(Columbia University, NY, USA)
수상 이유: "고해상도 생체분자 관찰이 가능한 저온전자현미경 개발”

강의명: Structural Insights into Aminoacyl-tRNA Delivery
by EF-Tu and Translocation by EF-G
제작: 2008년 5월 15일
주제: 신장주기의 도식 – 신장 인자 EF-G 및 EF-Tu의 역할 –
신장 인자의 분자모방 – 신장주기 시 인자와 tRNA의 결
합 위치 – tRNA 선택 과정 – A1492와 A1493의 역할
– EF-Tu에서의 GTP 가수 분해 – tRNA의 분자 탄력선 –
전이 – Intersubunit 래칫 모션 - etc.

2011년 노벨 생리학∙의학상
Bruce A. Beutler
출생: 1957년 12월 29일, 시카고, 일리노이, 미국
수상 당시 소속:
1. UT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 댈러스, 텍사스, 미국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at Dallas, Dallas, TX,
USA)
2. 스크립스 연구소, 라호이아, 캘리포니아, 미국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La Jolla, CA, USA)
수상 이유: "선천면역 활성화에 대한 발견”

강의명: Innate Immune Sensing and Response
제작: 2009년 5월 31일
주제: 면역 반응에 있어 감염 탐지의 필요성 – 내재면역계가
미생물의 분자를 인식하는 방법 – LPS 파괴와 함께 발견
된 특정 수용체군 – 초파리의 상동 수용체와 포유 동물
의 수용체 – 포유류와 TLR 신호 장치 – 진보 유전학의
기능

2011년 노벨 의학상

Jules A. Hoffmann
출생: 1941년 8월 2일, 에히터나흐, 룩셈부르크
수상 당시 소속: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University of Strasbourg, Strasbourg, France)
수상 이유: "선천면역 활성화에 대한 발견”

강의명: The Antimicrobial Defense of Drosophila:
a Paradigm for Innate Immunity
제작: 2009년 5월 31일
주제: 생체 리듬 돌연변이 – 상응하는 유전자에 대한 식별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추론 - 유전자 조작이 가져오는
기능 – 원상태에서의 추가 생체 리듬 유전자 식

2011년 노벨 의학상

Ralph M. Steinman
출생: 1943년 1월 14일, 몬트리올, 캐나다
수상 당시 소속: 록펠러 대학교, 뉴욕, 미국
(Rockefeller University, New York, NY, USA)
수상 이유: "수지상 세포의 발견과 적응 면역에서의 역할 연구”

강의명: Dendritic Cells: Linking Innate to Different Forms
of Adaptive Immunity
제작: 2009년 5월 31일
주제: 새로운 세포 유형의 확인 – 면역 착수 – 수지상 세포의
특징 – 약과의 인터페이스 – 백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2009년 노벨 화학상

Venkatraman Ramakrishnan
출생: 1952년, 치담바람, 타밀나두, 인도
수상 당시 소속: 분자생물학 연구소, 케임브리지, 영국
(MRC Laboratory of Molecular Biology, Cambridge, United Kingdom)
수상 이유: "리보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

강의명: Structural Insights into Decoding of mRNA by the
Ribosome
제작: 2008년 5월 15일
주제: tRNA: 변형의 중심 – 선택성과 변형 상태 – 디코딩: 올
바른 tRNA 선택 – 세균성 리보솜 – 항생제과 리보솜 –
aa-tRNA의 선택 – 30S 서브유니트의 원자 구조 – 호변
체와 염기쌍 – 스트렙토마이신 – etc.

2009년 노벨 화학상
Thomas A. Steitz
출생: 1940년, 8월 23일, 밀워키, 위스콘신, 미국
수상 당시 소속: 예일 대학교, 뉴헤이븐, 코네티컷, 미국,
하워드휴스의학연구소,
(Yale University, New Haven, CT, USA,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수상 이유: "리보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

강의명: The Structural Basis for How the Large Ribosomal
Subunit Catalyses Peptide Bond Formation
제작: 2008년 5월 15일
주제: 리보솜에 의한 단백질 합성 – 큰 서브유니트에서 폴리펩
티드 탈출구의 본질

– 펩티딜 전이 효소 중심에서의 기

질 유도 적응 – 양성자 매커니즘 – etc.

2007년 노벨 의학상

Sir Martin J. Evans
출생: 1941년, 1월 1일, 스트라우드, 영국
수상 당시 소속: 카디프 대학교, 웨일스 카디프, 영국
(Cardiff University, Cardiff, United Kingdom)
수상 이유: "배아 줄기 세포를 이용한 쥐의 특정 유전자 변형”

강의명: Mouse Embryonic Stem Cells
제작: 2007년 10월 1일
주제: 배아 줄기 세포의 출처 – EC 세포의 분화 – 상호 관계
– 배아 줄기 세포의 분리 – 실험적 포유류 유전학 – ES
세포와 동물 게놈 – ES 세포와 돌연변이

2006년 노벨 화학상

Roger D. Kornberg
출생: 1947년 4월 24일,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미국
수상 당시 소속: 스탠퍼드 대학교, 스탠퍼드, 캘리포니아, 미국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USA)
수상 이유: "진핵 전사의 분자적 기초 연구”

강의명: Chromatin and Transcription
제작: 2007년 10월 1일
주제: 변형을 위한 염색질 개조 – RNA 중합 효소 II 변형 시스
템 – 전사 조절 매개체 – RNA 중합 효소 II 및 전사 복
합체의 원자 구조 – 리보뉴클레오티드 추가 와 전사 신
장의 구조적 기초 – 착수 전 복합체의 구조

1992년 노벨 생리학∙의학상

Edmond H. Fischer
출생: 1920년 4월 6일, 상하이, 중국
수상 당시 소속: 워싱턴 대학교, 시애틀, 워싱턴,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USA)
수상 이유: "생물학적 조절 매커니즘의 가역적 단백질 인산화 발견”

강의명: Phosphorylase and the Origin of Reversible Protein
Phosphorylation
제작: 2010년 11월 30일
주제: 가역적 단백질 인산화 발견의 역사 – Edwin Krebs가 전
하는 초기 연구 – 세포 현상과 가역적 단백질 인산화 –
cAMP에 의한 효소 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