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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존경하는 한국단백체학회 회원님들께

벌써 무더위가 힘들어지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봄 홍릉 KIST 국제관에서 열린 정기국제학회에서 뵙고 3달이
지났네요! 하시는 연구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단백체 연구의 범위가 나날이 확대되면서 기초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박병철
한국단백체학회 회장

순수부터 산업적 응용까지 내용과 깊이도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 호기심부터 국제적인 공동연구까지 모두 함께 협력하고 서로서로
거들어주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를 통해

미진했던 부분과 잘되는지 궁금한 내용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열고 새롭게 시작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곳 강릉에서 우리의 기술과 지식을 다듬고 다음
단계로 우리를 도약시키는 노력을 또 진행하려합니다.

회원 전체의 힘을 모아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학술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이번 강릉 하계 학술대회에 모여서 우리의 축제를 계속 합시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사무총장님과 학술, 기획, 교육위원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해
에도 모든 회원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각별히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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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연구논문 소개

Enrichment of specifically labeled proteins
by an immobilized host molecule

James Murray+, Jaehwan Sim+, Kyunghoon Oh, Gihyun Sung, Ara Lee, Annadka
Shrinidhi, Ayyavu Thirunarayanan, Dinesh Shetty,* and Kimoon Kim*

Angew. Chem. Int. Ed. 2017, 56, 2395-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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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단백질의 화학적 표지는 복잡한 유전공학적 조작 없이 단백질을 표지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일반
적으로 azide와 alkyne의 특이적 반응을 이용한 공유결합 기반의click chemistry와 높은 선택성을 가지
는 streptavidin 단백질과 biotin 리간드 분자간의 강력한 비공유 상호작용을 이용한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있다. 예컨대, click chemistry의 경우 별도의 Cu2+와 환원제 처리로
인한 단백질 변성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촉매나 환원제 없이도 반응성이 높은 strained alkyne을 이
용하는 copper-free click chemistry가 개발되었지만, 세포 투과성과 합성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속
적인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Streptavidin-biotin 결합쌍의 경우 촉매와 같은 추가 화학 처리가 필요없으
나, 세포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내재바이오틴화 단백질 (endogenously biotinylated protein)
에 의한 오염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로 인해 단백질 분석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한 단백질 회수를 위한 고온 처리시 상당수의 단백질이 파괴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11년 본 연구단은
단백질 분리 및 정제에 이용되던 기존의 streptavidin-biotin 결합쌍을 쿠커비투[7]릴 (cucurbit[7]uril,
CB[7])을 이용한 강력한 인공 주인-손님 상호 결합쌍으로 대체하여, 생물질 오염 없이 효율적으로 표적
단백질을 분리 및 정제 할 수 있었다.1 이 시스템은 인공 합성 거대 고리 분자인 CB[7]과 이와 강력하게
상호작용하는 ferrocene (Fc) 혹은 adamantane (Ad)사이의 선택적 주인-손님 분자 상호작용을 주요 기
술로 활용해, 원치 않는 생분자와의 상호작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도, 필요한 인공 분자간의 상호작
용은 극대화 할 수 있는 특징을 활용했다.2 Fc 혹은 Ad분자를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에 표지하고, 이
를 쿠커비투[7]릴이 도입된 고체 비드 (CB[7]-bead)로 잡은 뒤, CB[7]와 보다 강력한 상호작용을 하는
bistrimethylamomiumferrocene (BAFc)과 같은 경쟁 손님 분자를 처리함으로써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
백질 만을 선택적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 이 기술은 세포내재바이오틴화 단백질에 의한 오염이나 화학 전
처리 혹은 열처리를 통한 단백질 파괴 없이도 단백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로, 효율적이며 정확한 단백질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보다 확장하여, 세포 내부에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정제해 낼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 낚시법을 제안했다.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암과 같은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단백질의 하나인 histone deacetylase (HDAC)을 선택
적으로 인지해 그 활성은 낮추는 약물 분자인 suberanilohydroxamic acid (SAHA)를 특정 단백질을 낚
는 분자 미끼로 이용했다. 이 분자 미끼를 Ad 유도체의 말단에 도입하고, 분자 미끼에 의해 잡힌 단백질과
Ad를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빛에 감응해 공유결합을 만들 수 있는 화학반응기인 benzophenone을 도
입했다. 이후 CB[7]-bead를 처리해 Ad이 결합된 특정 질병 단백질인 HDAC을 선택적으로 분리해 내고,
이후 CB[7]과 강력하게 작용하는 손님분자 (BAFc)를 다량 처리해주어 선택적으로 분리된 단백질을 효율
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 (그림 1). 본 연구단에서 수행한 이번 연구는 SAHA 약물을 이용한 HDAC 단백
질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연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따라 다른 중요한 단백질에 대한 선택
성을 가진 다른 약물 분자 등을 이용할 경우, 다른 단백질도 분리 정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SAHA-Ad와 CB[7]-bead를 이용한 HDAC 단백질 정제 과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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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단백질 낚시법을 위한 분자미끼인 HDAC probe (SAHA-Ad)의 설계 및 합성
세포내 HDAC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정제하기 위해, 본 연구단은 activity-based protein profiling
(ABPP) 기법과 광교차 반응법을 CB[7]-Ad강력상호작용을 이용한 단백질 분리법에 적용했다. ABPP는
목표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는 분자를 이용하여, 특정 단백질을 표지 및 분석하는 기술이다. 3 본
연구에서는, ABPP법을 이용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약물인 SAHA을 선택적으로
HDAC을 인지하는 기능기로 사용했다. 또한 SAHA가 인지한 HDAC을 강력하게 연결하기 위해 광민감
교차기인 benzophenone 기능기를 도입했으며, 이후 CB[7]-비드를 이용한 선택적 표적 단백질 분리를
위해 Ad 기능기를 SAHA의 반대쪽에 도입해 HDAC probe인 SAHA-Ad를 성공적으로 합성하였다 (그림 2).

[그림 2] SAHA-Ad 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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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 용해액에서의 HDAC 단백질 정제
SAHA-Ad를 합성한 후, 이를 살아 있는 세포에 직접 처리하기 전에, 세포 용해액 수준에서 HDAC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정제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였다. 유방암 (MDA-MB-231) 세포 용해액에
SAHA-Ad를 처리하고 자외선을 조사했을 경우, 일부 단백질이
잡혀서 SDS-PAGE상에서 분리되어 나옴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SAHA-Ad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과량의 SAHA가 처리된 경우 SDS-PAGE상에서
단백질이 보이지 않음을 확인함으로, 광반응을 통해 SAHAAd분자가 단백질에 도입되고 CB[7]-비드를 통해 분리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 HDAC1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을
통해 HDAC1 단백질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LCMS/MS 분석을 통해 HDAC5 단백질이 성공적으로 정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LC-MS/MS에서 일부 다른
단백질들도 검출되었는데, 이는 SAHA-Ad가 HDAC이외에도
다른 단백질과도 특이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A) CB[7]-bead에 의해 분리된
단백질에 대한 SDS-PAGE 결과, (B) HDAC1 이는, SAHA 약물 기작에 대한 원리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 결과
3. 살아있는 세포에서의 HDAC 단백질 정제
세포 용해액에서 HDAC 단백질이 정제됨을 확인한 후, 살아있는 세포에서도 HDAC 단백질 정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SAHA-Ad의 세포막 투과성을 높이기 위해 계면활성제 (Triton X-100)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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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SAHA-Ad를 처리 후 자외선을 조사하였다. 이후, 이
세포를 용해한 후 표지 된 단백질을 CB[7]-bead로 분리하고,
이를 western blot을 통해 정제된 단백질을 분석하였다 (그림
4). 그 결과, HDAC1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을 통해
HDAC 단백질이 선택적으로 정제됨을 확인했다. 이는, 분자
미끼를 사용해 살아있는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표적 단백질에
Ad을 성공적으로 표지할 수 있었으며, 이 표지된 단백질을
CB[7]-bead를 이용해 잘 분리 및 정제할 수 있음을 알 수
[그림 4] (A) 살아있는 세포에서의 HDAC
단백질 정제법, (B) HDAC1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 결과

있었다.

결론
본 연구단은 약물을 이용한 ABPP법과 강력한 초분자 결합쌍을 이용한 단백질 낚시법을 접목해 세포 내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분자미끼를 활용한 새로운 단백질 분석법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SAHA 이외에도 다른 약물을 분자 미끼로 이용한다면, 다른 질병에 관여하는 단백질
들도 선택적으로 분리 정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향후 약물의 기작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원치 않는 부작용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연구로 판단된다.

참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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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urbit[7]uril-based ultrahigh affinity host-guest complexes and thei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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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물리약학 연구실

▣ 연구실 구성 및 연구배경
대사체학은 BT 산업의 3대 핵심 분야(유전체, 단백질체, 대사체)
중 하나로 과학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따른 막대한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며
연구를 독려하고 있다. 즉, BT 관련 국가전략 연구 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분야이다.
대사체 연구는 유전적 변화나 환경에 의한 자극은 대사물질의
박 성 진
가천의과학대학 약학대학 물리약학 부교수

농도에 대해 단지 일시적인 변동에 그칠 수도 있으므로 genome과
metabolome을 기능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많은 시료의 분석이
필요하고, 그 시료간의 차이를 정확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량분석

이력
1991-1997 :
서울대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대사체 변동은 매우 dynamic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샘플에 비침습적이며, 짧은
시간내에 재현성이 담보된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해야 한다.

1997-1999 :
서울대 약학대학 물리약학실 석사 졸업

핵자기 공명법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은 자연계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1H, 31P, 19F등의 핵종들과 특별하게 표지하는

1999-2004 :
서울대 약학대학 물리약학실 박사 졸업
2004-2006.08 :
서울대 약학대학 종합약학연구실 선임연구원
2006.08-2010.02 :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Department of Molecular Biology (Lab of
Peter E. Wright and Jane H. Dyson),
Research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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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5N 핵종들에 대해 스펙트럼을 얻는 기술로, MS (Mass

spectroscopy)와 더불어 대사체 변동 연구에 있어서 핵심 기술중의
하나이다. 특히 1H NMR은 고도의 감도와 분해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 분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NMR 기반 분석법은 정량성인
분석이 확보되고, MRS의 경우 시료의 손상없이 측정이 가능하며,
data 측정시간이 빠르며, 시료에 화학적인 변형을 가하지 않고
측정되어 bias가 생길 가능성이 적으며, 분석 소프트웨어나 대사체

2010-2015 :
가천의과학대학 약학대학 물리약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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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5 :
Associate Editor, Journal of Korean
Magnetic Society
2016-current :
가천의과학대학 약학대학 물리약학 부교수

ID용 database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장비가 비싸고,
민감도가 MS (Mass spectroscopy)에 비해 낮은 단점도 가지고 있다.
NMR을 이용한 대사체학은 대사체의 동정 및 질병군의 구분 등
정성적인 결과 뿐 아니라 질병의 진단에 있어 민감도 및 특이도를
비롯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 임상적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대사체를 목표로 분석하는 targeted 대사체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샘플의 전체 스펙트럼을 사용해
전체 대사체 변동 상황을 볼 수 있어 non-targeted 대사체 분석에
활용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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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R 기반 분석법의 장점중 또 하나는 미지의 대사체 동정에 있어 NMR의 2D, 3D 스펙트럼을 활용하여
대사체 동정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기술은 대사체 분석에 있어 routine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으나, 점점 그 활용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본 연구실에서도 이런 고차원 NMR 분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인간의 질환과 관련되어 세포/동물/인간의 대사체 분석 연구를 NMR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뇨병, 편두통, 다발성 경화증등의 예측/진단/Biomarker의 발굴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또한 이런 biomarker를 이용해 새로운 약물 작용점을 발굴하는 연구에 응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과 대사체 변이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특정 치료제로부터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환자 및 부작용이 예측되는 환자를 구분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연구를 심화하고자 한다. 실험실원 구성은
현재 포닥2명, 연구원 2명, 대학원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연구과제를 공동연구를 통해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제26호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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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내용
1) 대사체 연구
생체내 대사체 분석을 통해 질환과 대사체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질병 발생의 기전을 규명하고 치료
표적의 발굴에 목표가 있다. 현재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대상은 중추신경계 자가 면역질환의 일종인 다발
성경화증과 시신경척수염에 대한 바이오마커 발굴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발성경화증/시신경 척수염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임상시료를 보유하고 있는 암센터 김호진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동물/세포 모델에서도 질환 관련 변동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중추 신경계 자가 면역 질환의 대척점인
길렝바레 질환 (말초신경염)도 함께 비교 연구를 함으로써 자가 면역 질환의 공동적인 대사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매우 흔하지만 특효약이 없는 질환인 편두통에 대해서 임상환자들을 대상으로 대사 변동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편두통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군에서 일관된
대사 변동의 추이를 발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나 과학적으로는 매우 도전적인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외에도 여러 질환의 바이오마커 발굴 및 기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생체 내에서 질병과 관련된 중요 단백질의 기능 연구, 단백질의 구조 및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단백질의 구조분석을 통한 구조-기능 상관성에 관한 연구와 구조기반 신약개발의 기반이 되는 단백질
들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단백질의 기능이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KHUPO Newsletter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한 단백질의 3차 구조 및 약물-단백질 복합체
구조를 밝히는 것은 신약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항암제 개발의 target
molecule이며 chaperon의 일종인 Hsp90의, 저해제 개발을 위해 Virtual screening 및 In vitro
screening (Biacore, ITC, NMR등 이용)을 이용해 유효 물질을 도출하고 있으며, 약물후보 및 Hsp90
복합체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와 도출된 후보물질들에 대해 암세포에서 활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의
최종목표는 Novel한 새로운 항암 후보 물질 발굴과 그 작용기작 규명에 있으며, 항암제 개발로 연결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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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분석 기법으로 CD(circular
dichroism), Fluorescence spectroscopy, ITC(Isothermal
Titration Calorimeter), SPR (Surface Plasmon
Resonance),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X-ray
Crystallography등을 활용하고 있다.

▣ 주요 업적
1. Metabolomic profiling of CSF in multiple sclerosis and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by nuclear magnetic resonance Hyun-Hwi Kim, In Hye Jeong, Ja-Shil Hyun,
Byung Soo Kong, Ho Jin Kim*, and Sung Jean Park* Plos one, 2017, Accepted.
2. Functional details of the Mycobacterium tuberculosis VapBC26 toxin-antitoxin system based
on a structural study: insights into unique binding and antibiotic peptides. Kang SM, Kim
DH, Lee KY, Park SJ, Yoon HJ, Lee SJ, Im H, Lee BJ. Nucleic Acids Res. 2017 In press.
3. Systemic optimization and structural evaluation of quinoline derivatives as transthyretin
amyloidogenesis inhibitors. Kim B, Park H, Lee SK, Park SJ, Koo TS, Kang NS, Hong KB,
Choi S. Eur J Med Chem. 2016 Nov 10;123:777-87.
4. Two distinct mechanisms of transcriptional regulation by the redox sensor YodB. Lee SJ,
Lee IG, Lee KY, Kim DG, Eun HJ, Yoon HJ, Chae S, Song SH, Kang SO, Seo MD, Kim HS,
Park SJ, Lee BJ. Proc Natl Acad Sci U S A. 2016 Aug 30;113(35):E5202-11.
5. Structural and biochemical insights into the role of testis-expressed gene 14 (TEX14) in
forming the stable intercellular bridges of germ cells. Kim HJ, Yoon J, Matsuura A, Na JH,
Lee WK, Kim H, Choi JW, Park JE, ParkSJ, Kim KT, Chang R, Lee BI, Yu YG, Shin YK,
Jeong C, Rhee K, Lee HH. Proc Natl Acad Sci U S A. 2015 Oct 6;112(40):12372-7.
6. Ensemble-Based Virtual Screening Led to the Discovery of New Classes of Potent
Tyrosinase Inhibitors. Choi J, Choi KE, ParkSJ, Kim SY, Jee JG. J Chem Inf Model. 2016
Feb 22;56(2):354-67. J Chem Inf Model. 2016 Feb 22;56(2):354-67.
7. Analogues of ethionamide, a drug used for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exhibit potent
inhibition of tyrosinase. Choi J, ParkSJ, Jee JG. Eur J Med Chem. 2015 Dec 1;106:157-66.
8. Synthesis and anticancer activity of 4-aza-daurinol derivatives. Hayat F, Park SH, Choi
NS, Lee J, ParkSJ, Shin D. Arch Pharm Res. 2015 Nov;38(11):1975-82.
9. Structural insight in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Hox and HMGB1 and understanding of
the HMGB1-enhancing effect of Hox-DNA binding. Kim HH, ParkSJ, Han JH, Pathak C,
Cheong HK, Lee BJ. Biochim Biophys Acta. 2015 May;1854(5):449-59.
10. Moon K, Chung B, Shin Y, Rheingold AL, Moore CE, ParkSJ, Park S, Lee SK, Oh KB, Shin J, Oh
DC. Pentacyclic Antibiotics from a Tidal Mud Flat-Derived Actinomycete. J Nat Prod. 2015 Mar.
27;78(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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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ang SJ, ParkSJ, Mishig-Ochir T, Lee BJ. Antimicrobial peptides: therapeutic potentials.

Expert Rev Anti Infect Ther. 2014 Dec;12(12):1477-86.
12. Lee DH, Ha JH, Kim Y, Jang M, ParkSJ, Yoon HS, Kim EH, Bae KH, Park BC, Park SG, Yi
GS, Chi SW. A conserved mechanism for binding of p53 DNA-binding domain and antiapoptotic Bcl-2 family proteins. Mol Cells. 2014 Mar;37(3):264-9.
13. Park SJ, Son WS, Lee BJ. Structural overview of toxin-antitoxin systems in infectious
bacteria: a target for developing antimicrobial agents. Biochim Biophys Acta. 2013
Jun;1834(6):1155-67
14. Nojoon Myung, Boyoung Kim, Sung Jean Park, Jeffery W. Kelly, Sungwook Choi.
Bifunctional coumarin derivatives that inhibit transthyretin amyloidogenesis and serve as
fluorescent transthyretin folding sensors. Chem. Commun. 2013; 49:9188-9190
15. Kim SJ, Kim JS, Lee YS, Sim DW, Lee SH, Bahk YY, Lee KH, Kim EH, ParkSJ, Lee BJ,
Won HS.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de novo designed L5K5W model peptide isomers with
potent antimicrobial and varied hemolytic activities. Molecules. 2013 Jan 11;18(1):859-76
16. Park SJ, Khang D. Conformational changes of fibrinogen in dispersed carbon nanotubes.

Int J Nanomedicine. 2012;7:4325-33
17. Park SJ, Son WS, Lee BJ. Structural Analysis of Hypothetical Proteins from Helicobacter
pylori: An Approach to Estimate Functions of Unknown or Hypothetical Proteins. Int J Mol

Sci. 2012;13(6):7109-37
18. Kwon AR, Kim JH, ParkSJ, Lee KY, Min YH, Im H, Lee I, Lee KY, Lee BJ. Structural and
bi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HP0315 from Helicobacter pylori as a VapD protein with an
endoribonuclease activity. 2012, NUCLEIC ACIDS RESEARCH, 40(9): 4216-4228
19. Park SJ, Kim HH, Jung YS, Kang SJ, Cheong HK, Song HK, Lee BJ. Backbone resonances
assignment of 19 kDa CD1 domain of human mitotic checkpoint serine/threonine-protein
kinase, Bub1. 2012, Biomol NMR Assign. 6(1):109-113
20. Park SJ, Borin BN, Martinez-Yamout MA, Dyson HJ. The client protein p53 adopts a
molten globule-like state in the presence of Hsp90. 2011, Nature Structural & Molecular

Biology, 18(5):537-41
21. Park SJ, Kostic M, Dyson HJ. Dynamic Interaction of Hsp90 with Its Client Protein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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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J Mol Biol. 411(1):1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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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프로테옴 관련 주요 행사
HUPO 2017 : 16th Human Proteome Organization World Congress

•일정 : 2017년 9월 17일 ~ 20일
•장소 : The Convention Centre Dublin, Ireland
•웹사이트 : http://hupo2017.ie
•Important Dates
- Early Registration Deadline : June 14, 2017
- Regular Registration Deadline : August 16, 2016

일본 KHUPO : JHUPO 2017 (15th JHUPO Conference)

•일정 : 2017년 7월 26일 ~ 28일
•장소 : 호텔 한큐 엑스포 파크
•웹사이트 : https://www.jhupo.org/2017
•Important Dates
- Early Registration Deadline : 2017년 4월 19일 ~ 6월 15일
- Regular Registration Deadline : 2017년 6월 16일 ~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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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백체학회(KHUPO) 소식
1) 2017 KHUPO 동계 워크숍 개최 결과
학회는 2017년 2월 2일(목) - 3일(금) 양일간에 걸쳐 덕산 리솜스파캐슬 버베나홀에서 2017년 동계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박병철 회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비롯하여 총 16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자의 연구내용을 발표하며 기술 및 정보교류를 갖고, 성공적인 연례 학술대회 개최와 전반적인
학회 사업 운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 2017 KHUPO 연례 학술대회 개최 결과

학술대회명

국문

제17차 KHUPO 프로테오믹스 국제학술대회

영문

KHUPO 17th Annual International Proteomics Conference

주 제

Next Generation Proteomics

일 시

2017년 3월 30일(목) ~ 31일(금)

장 소

KIST 국제협력관

주 최

한국단백체학회

참가자

320명 (일반 188명, 학생 132명)

논문 발표 수

KHUPO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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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2편 [구두발표 : 30편, 포스터발표 : 61편]
동일시마즈(주), 브루커 코리아(주), (주)신코

기기전시 및 광고 게재

동일시마즈(주), 브루커코리아(주), (주)신코, 태신바이오사이언스,
메틀러 토레도 코리아(주),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 (주)한일사이메드,
메신저바이오텍, 자연과학, (주)큐어바이오, 고마바이오텍(주),
(주)씨엠코퍼레이션에이티, (주)바이오니아, 에스엠애널리티컬,
TJ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주), 영인프런티어, (주)제노텍,
엑세스바이오, 보성과학, 워터스

Corporate Workshop

1 업체 (브루커코리아(주))

3) 제17차 KHUPO 국제학술대회‘우수포스터 수상자’소감
2017년 3월 30일~31일, KIST 국제협력관에서 개최된 제 17차 KHUPO 국제학술대회에서는“Next
Generation Proteomics" 주제로‘Extracellular vesicle proteomics', 'Bioinfomatics for
quantitative omics','Comparative proteomics and genomics','Chromosome-centric Human
Proteome Project(C-HPP)','Mass spectrometry imaging for biomedical and pharmacological
applications','Recent advances in proteomic technologies from sample preparation to data
analysis'의 총 6개 세션에서 61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회에 초청된 국내외 연사들이 각 분야별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포스터 발표자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다음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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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효 (연세대학교 화학유전체학 글로벌 연구실, 박사과정)
우수포스터상과 더불어서 이처럼 소감을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신규한 혈관신생 저해제를 발굴하고, 세포 수준 및 생체 내 작용기전의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표적 단백질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새로운 표적 결정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게 항상 큰 사랑과 가르침을 주시는
권호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가족들과 연구실 가족들, 공동연구를 진행했던 스웨덴 Lund 대학교의 Gyorgy
교수님과 선문대학교 정혜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여 더 좋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터 제목
Novel platform for target identification and identifying its anti-angiogenic
mechanisms on tissues using MALDI-MSI analysis

■ 김채연 (연세대학교, 석박통합과정)
저는 현재 백융기 교수님 연구실에서 생물정보학을 통해 변이 단백체를 연구하고
있으며 포스터 발표를 통해 fusion protein을 발굴하는 생물정보학 방법 및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KHUPO 는 처음 경험했던 학회이면서 동시에 이번에 첫
포스터를 발표한 곳이기도 해 우수 포스터상에 대한 감상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연구가 막막해질 때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연구에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늘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교수님과
선배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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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제목
FP-analyzer: a novel proteogenomics pipeline for prediction of putative fusion
gene isoforms and construction of fusion ORF sequenc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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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Proteomics & Biomarker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제가 연구한 주제를 정리하여 포스터를 만들고 다수의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희열이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KHUPO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췌장암의 전구 병변인 IPMN에서 채취한 췌장낭종액을 이용하여
IPMN의 malignancy를 대변할 수 있는 단백질 마커 후보군을 고해상도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발굴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포스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어떻게 하면 내가 한 연구를 보다 쉽게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등의
고민들을 하며 제가 한 연구 과정을 되짚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술대회에 참가한 날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연구를 하며 참된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신 김영수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실의 모든 선배들과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경험을 디딤돌로 삼아 제 연구 분야에 더 정진하고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구성원
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터 제목
In-Depth Proteomic Analysis of Pancreatic Cyst Fluid in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Dysplasia of the Pancreas

■ 박단비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박사과정)
우선 제 17회 KHUPO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여러 박사님 및 다른 연구실 연구원
분들과 연구에 대한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프로테옴 연구 동향이나
흥미로운 연구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에
더욱 정진하여 좋은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지도교수 안현주 교수님과 저희 LABMS 연구실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스터 제목
Insights into the Species-specific Glycosylation via Nano-LC/MS and LC/MS/MS
for the Development of Humanized Mou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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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예은 (KIST/연세대학교, 통합과정)
제 17회 KHUPO 학회에서 우수포스터를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인터넷 중독 혈액 시료를 안티바디 어레이나 질량분석법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 특이적인 바이오마커 후보군을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번 포스터를 준비하는 기간을 계기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완하여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이지은 박사님과 이승택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스터 제목
Proteomic profiling of serum samples from Internet?game addiction and non-addiction
groups using antibody-based protein array and mass spectrometric analysis

■ 박찬 (연세대학교 생물소재공학협동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2012년 시작한 이후, 생물학에서 재조합 단백질 생산에 있어서
모델시스템으로 널리 이용되는 대장균 자체의 단백체에 대한 Proteostasis에 RNA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에 처음 KHUPO에 참석
하여 Young Scientist Award를 받고 많은 자극을 받아 더욱더 정진할 수 있게
도와 주신 성백린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50년간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단백질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정확한 접힘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분자샤페론의 역할이 크다고 믿어 왔으나, 실제 10% 미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반면 세포의 전역에 존재하는 RNA가 단백질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저의 연구를 프로테오
믹스 기법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좀더 세부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각종 퇴행성질환의
대부분의 이유는 정확한 구조를 갖지 못하는 비정형 단백질 (IDP)에 근원하기 때문이라서 단백질의 구조와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합니다. 추후 단백질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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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큰 부담이 되는 암, 그리고 치매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포스터 제목
Proteome-wide analysis of RNA-dependent protein quality control in E.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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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강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과정)
KHUPO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도해주신 이공주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단백질의 구조변화와 그로 인한 기능의 변화에 대하여 세포기반실험과 더불어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화적 스트레스가 많은 질병의 원인임이
밝혀져있습니다. 단백체 분석을 통해 질병 마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제목
Redox regulation of PARK7, DJ-1

■ 윤나영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KHUPO 국제학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연구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여러 연구자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방향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이 발표를 통해 연구적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우수포스터상 수상을 통한 격려에 힘입어 이러한 학술
교류의 소중한 기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지도해
주신 안현주 교수님과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포스터 제목
Quantitative correlation of glycoforms between intact glycoprotein and detached
glycan by nanoL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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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아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박사과정)
연구내용을 발표할수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학회에서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인간 뇌 조직에서 추출한
glycan과 glycolipid을 뇌 발달단계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biosynthesispathway를
반영하는 map을 구축하여, 각 발달단계 및 뇌영역 특이적인 합성경로를 규명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구축한 map을 기반으로 유전자 제거 마우스의 글라이콤 변화를
추적연구한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드렸습니다.
연구 지도해주신 안현주 교수님과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매년 학회장에서 뵐 때마다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해주시는 교수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포스터 제목
Revealing age- and region-specific map of glyco-conjugates in human brain
tissue via neuroglycomic approach

■ 이현경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사과정)
저는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인간과 마우스의 혈액 내에 존재하는 Nglycopeptide의 정성·정량 분석결과를토대로유사점과차이점을비교한연구내용에
대해발표하였습니다. 이번 KHUPO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의견을 접하면서 신선한 자극을 받았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수 포스터상에 선정되어 제게는 더욱 뜻 깊은 학술대회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지도교수님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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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제목
Analysis of site-specific N-glycosylation in human and mouse plasma using LCMS/MS and GP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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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협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먼저 KHUPO 국제 학술대회에서 저의 연구내용을 발표 할 기회를 주신 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첫 영어 구두발표라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이렇게 우수발표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학회에서의 제 발표는 혈액 내 당단백
질인 haptoglobin을 타겟으로 하여 질량분석기술을 이용한 intact glycopeptide
레벨의 분석법 개발 및 이를 gastric cancer biomarker discovery에 적용한 내용
이었습니다. 이번 발표와 수상을 바탕으로 더욱 연구에 정진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큰 가르침 주시는 지도교수님이신 안현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포스터 제목
Intact glycopeptide analysis of targeted serum haptoglobin for gastric cancer
biomarker discovery

■ 정회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사과정)
이번 2017년도 KHUPO에서 포스터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Mass spectrometry를 기반으로 한 N-Glycoprotein들의 Fucosylation 유형
분석을 Machine learning을 이용해 수행한 방법에 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고선 답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 열린 호기심과 노력은 배우는 사람으로서 멈추지 말아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받은 상을 보며, 이 연구가 아직도 작은 시작이고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지만, 다가오는 여름처럼 이후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에 정진하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이신 유종신 박사님, 연구를 함께 해 주신 황희연 박사님 및 다른 박사님들과 연구실 동료 분들,
대학원의 교수님과 선후배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에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터 제목
Identificaion and Classification of Fucosylation in N-Glycoproteins by Mass
Spectrometry and Support Vector Machine

제26호 2017년 6월

* 21

■ 조진영 (연세프로테옴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본 연구는 기존의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 검색 엔진의 질량 스펙트럼 분석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Spectral Library 기반 분석 기법인“Combo-Spec
Search”의 자동화 및 비표지 기반의 정량분석을 돕는 새로운 분석 도구인
“Epsilon-Q”
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제17차 KHUPO 국제학술대회
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포스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미숙한 저이지만,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융기
교수님께 감사 드리며, 힘들 때마다 묵묵히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여러 동료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더욱 열심히 매진하여 본 연구의 성과를 여러 다른 연구자
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여러 선배, 선생님들의 격려라 생각하며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포스터 제목
Epsilon-Q: an automated analyzer interface for mass spectral library search and
label-free quantification

■ 천동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테라그노시스연구단, 석박사통합과정)
이번 17회 KHUPO 학회에서 우수포스터를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Normal 조직과 대장암 조직시료를 Top-down 분석법을
이용하여 저분자량의 단백질을 비교분석한 내용입니다. 아직 분석하고 보완해야될
부분이 많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논문까지 이끌어 가겠습니다. 좋은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지도해주시는 이지은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연구에 더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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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제목
Comprehensive analysis of low molecular weight proteome for colorectal cancer
tissues using top-down proteom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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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생분석실험실, 통합과정)
처음 참가하게 된 KHUPO 학회에서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저희 교수님과 실험실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프로테오믹스 학회는 처음이었는데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질량분석기가 활용되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라는 생각에 포스
터세션에서도 더 자신감을 갖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발표를
경청해주시고 생산적인 조언을 해주셨던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격려해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여, 앞으로도 즐겁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터 제목
Proteomic Analysis of Hippocampus in Chronically Stressed Mouse Model of
Depression Elucidates the Importance of Cysteine Oxidative Modifications in
Neuroprotection

■ Prashant Kaushal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테라그노시스연구단, 박사과정)
It’
s been my pleasure on being a part of KHUPO community since last
two years, and I would like to thank the organizers wholeheartedly for
providing me a chance to present my work at 17th Annual International
Proteomics Conference held in KIST, Seoul. In my view, KHUPO sets a
great platform for students as well as researchers to share their findings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Also, I am very much thankful to the
KHUPO fo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is work. The data presented at the conference
gave an insight on the method which we are currently developing in our lab for the Nterminomics studies. Also, it’
s worth mentioning that such studies have been conducted
before as well but the method which we have been developing is particularly useful for the
gel-based separation systems. Altogether, we hope to continue our work in this exciting yet
challenging direction and look forward to share our upcoming work with this young,
dynamic and ever increasing proteomics community in future.

포스터 제목
GeliNrich- A gel based enrichment method for N-terminom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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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 KHUPO 하계 학술대회 개최 안내
행사명

2017 KHUPO 하계 심포지엄

일 시

2017년 6월 29일(목) ~ 7월 1일(토)

장 소

KIST 강릉분원 과학기술연수원

주 최

한국단백체학회(KHUPO)

후 원

동일시마즈(주), 엠바이오텍
Proteomics: Tutorial Lecture Series

김용인(서울대)
이한겨레(고려대)

Proteomics: Year's Author

염정훈(아산병원)
조진영(연세대)

Special Session

최경화(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박대찬(KIST)

초청연자 강연 Ⅰ

이병훈(DGIST)
고병준(오송신약개발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연자

박예은(KIST)
Proteomics:

김영효(연세대)

Young Scientist-Poster Award

도미솔(서울대)
윤나영(충남대)

Corporate Workshop:
동일시마즈(주)

초청연자 강연 Ⅱ
Integration of Proteomics
with Genomics and Bioinfomatics

Hdeyuki Shimaoka
(Sumiotomo Bakelite Co./
S-Bio Business Division)
김재영(충남대)
이주용(충남대)
김원곤(KRI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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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본 학회 홈페이지(www.khupo.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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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HUPO 발전기금 모금운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학회는 독립 사무실 마련과 학회발전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고자 2010년부터 발전기금 (기금
위원장 : 가천대학교 이봉희 교수)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위원회에서는 2020년까지 2억원의 발
전기금 조성을 목표로 회원 여러분들의 기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학회 발전기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회원분들께서는 학회 사무국(admin@khupo.org, 02-3938328)로 문의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입금처 : 우리은행 126-751184-01-001
예금주 : 한국단백체학회
기부금 기탁 시 기부자명으로 입금 요망

발전기금 기탁자
백융기(연세대)

박영목(IBS)

권호정(연세대)

유종신(KBSI)

이종서(AbClon)

조제열(서울대)

성제경(서울대)

백효현
(동일시마즈스펙크롬)

박병철(KRIBB)

한진(인제대)

이철주(KIST)

나도선(울산대)

김현식(KBSI)

하권수(강원대)

김홍희(서울대)

강상원(이화여대)

윤종원(대구대)

권경훈(KBSI)

조중명(크리스탈지노믹스)

서판길(POSTECH)

류성언(한양대)

김찬화(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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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roteome Science 공식 저널 제휴 및 2016년 IF 발표
최근 학회 공식저널로 제휴를 맺은‘Proteome Science’(http://proteomesci.biomedcentral.com/)가
JCR이 발표한 2016년 IF를 2.36 받았습니다. 이는 작년 1.746 대비 35% 크게 향상된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학회 회원 여러분의 논문 투고와 인용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Proteome Science’는 functional, structural, chemical proteomics, genomics,
metabolomics, systems analysis, metabiome analysis 등 proteomics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결
과를 다루고 있으며, 게재승인 후 최종인용과 함께 열람 가능한 웹 페이지와 PDF로 빠른 출판을 제
공하는 open acess 방식 저널입니다.
* 한국단백체학회 회원인 경우, 투고 논문의 게재료(Article-processing charges, APC)를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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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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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무보고 (2017년 1월 ~ 6월)
■ 제8기 9차 운영위원회의
● 일 시 : 2017년 2월 2일(목) 16:00
● 장 소 : 덕산리솜스파캐슬 소연회장 버베나홀
● 참석자 : 박병철, 강상원, 조제열, 이철주, 김광표, 배지현, 이진환, 이준석, 김진영,
안현주, 문정희, 박강식, 조사연, 김혜정, 박성구, 이태훈
● 토의 및 의결사항
- 2017년 제17차 KHUPO 국제학술대회 계획(안)
- 9대 회장 선거일정안
- JHUPO 2017 : Speaker Exchange Program 연자 추천

■ 제8기 10차 운영위원회의
● 일 시 : 2017년 3월 9일(목) 16:00
● 장 소 : 서울역 그릴
● 참석자 : 박병철, 이철주, 안현주, 유병철, 이지은, 김혜정, 박성구
● 토의 및 의결사항
- 2017년 제17차 KHUPO 국제학술대회 계획(안)
- MaxQuant Workshop 계획(안)
-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카테고리 조정
- 제26호 뉴스레터 발간(안)
- 하계 학술대회 계획(안)
■ 제8기 11차 운영위원회의
● 일 시 : 2017년 5월 11일(목) 16:00
● 장 소 : 서울역 하노이의 아침
● 참석자 : 박병철, 이철주, 이진환, 김재호, 문정희, 조사연, 박성구, 변경희
● 토의 및 의결사항
- 2017년 제17차 KHUPO 국제학술대회 자체평가
- 하계 학술대회 계획(안)
- 제26호 뉴스레터 발간(안)
- Proteome Science Journal 제휴에 따른 홍보안

제26호 2017년 6월

* 27

회원동정
연세대 백융기 교수, 생화학분자생물학회 DI 학술상 수상
우리 학회의 현재 이사이자, 제 1,2대 회장을 역임한 연세대학교 백융기 교수는 5.17-19, 부산 벡스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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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최된 생화학분자생물학회에서 DI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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