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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KHUPO 회장 후보자 소견서
한국단백체학회 (KHUPO)는 2001년 HUPO가 발족된 해에 창립하여, 세계 어느 학
회보다 가장 먼저 출범한 국가별 단백체 학회로서 19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학회 초기부터 기획운영위원장, 학술운영위원장, 사무총장, 부회장을 거쳐 현재 회장
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KHUPO 현임회장 재직 중에 치른 작년 학술대회에서 흑자를 기록했고, 작년에
AOHUPO 2020을 부산에 성공적으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연이어, 학회 이사회에서 저
에게 조직위원장직을 맡겨 주어, 현재 일본, 호주, 중국, 대만 학회장을 Co-chairs 단으
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의 실무를 담당할 Local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단백체 석학인 Mathias Mann 교수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하였고, 작년 9월에
는 독립적인 학회 사무실도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낙성대 R&D 센터에 마련하여 활동
근거와 재정 면에서 학회운영에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 모두가 회원여러분
들의 성원과 협조로 이루어 진 것이라 이 자리를 빌어 학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이러한 막중한 시기에 주위의 임원들과 회원들이 저에게 AOHUPO의 성공적 개최와
향후 안정적인 학회재정 운영을 위해 회장 연임을 적극 권유하였기에 부득이 제가
출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부담과 희생이 따르는 일
이지만, 국제학회를 잘 치르고, 이제 새롭게 둥지를 튼 학회 사무실 및 재정운영을
잘해서 우리학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다는 각오 하에 출마 결심을 하게 된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제게 회장직 연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맡겨진 AOHUPO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학회의 재정적인 안정과 국제적인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세
계 HUPO를 유치하여 KHUPO가 한번 더 도약하는 발전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
다. 또한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적인 단백체 장기 연구프로그램을 과기
부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도출해 내어, 한국단백체학회 회원님들의 연구수행 기회
가 확대 되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저는 젊은 학자를 포
함한 학회 모든 연구자들의 연구능력이 크게 증진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부족하지만 본인에게 KHUPO 회장 연임의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학회의 저변 확대와 모든 회원들이 행복한 학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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