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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백체학회 회원님들께 학회 회장의 임기를 마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짧고도 긴 2년의 기간이 모두 지나고 이제 다시 평회원으로 돌아가서
조제열 회장님과 9기 임원진들을 도와서 열심히 학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봄 정기국제학술대회와 하계학술대회를 홍릉과 강릉 KIST에서
박병철
한국단백체학회 회장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이철주 사무총장님을 포함한 8기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으로서보다 단백체학회 회원으로서 더 뿌듯하고 감동적이었던 많은 순간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안소희 사무국장님과 도와주신 학생회원들 그리고 학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후원사 관계자분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운영위원들의 많은 시간에 걸친 희생과 봉사로 학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회원 및 동료들에게 알려드리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함께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단백체학회의 국제적인 높은 위상과 품격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8기 임기동안 proteogenomics 활성화, proteomics 연구분야 파이 키우기 등도 소임으로 생각
했었지만 이렇다할 결실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책무는 평생을 안고 가야할 소명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8기 임원들은 9기 조제열 회장님과 임원분들에게 학회의 중요한 업무를 넘겨드리면서 우리
한국단백체학회의 멋진 발전을 기대하며 모두 새해에도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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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연구논문 소개

단백체 분석기반 백색지방의 갈색지방화 (Browning)조절
최신 연구동향

김 원 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사제어연구센터

서론
비만은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고혈압, 암 등과 같은 다양한 대사질환의 제1 유발인자로 세계보건기
구에(WHO)에선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만의 가장 근본 원인은 에너지 저장과 소비 사이의
불균형에 기인한 에너지 항상성(energy homeostasis)의 이상에 의하여 비롯된다. 장기간의 에너지 불균형은
백색지방 내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축적을 유도하게 된다(1,2).
이러한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지방조직인데, 지방조직(Adipose tissue)은 크게 백색지방
(White adipose tissue; WAT) 과 갈색지방(Brown adipose tissue; BAT)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지방
조직은 색깔, 형태, 기능적인 측면에서 서로 크게 다르다. 백색지방의 경우 중성지방(Triglyceride; TG)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비만의 경우에 이러한 백색지방조직 내 백색지방세포의 크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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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trophy)와 수의 증가(Hyperplasia)를 동반하게 된다. 반면에 갈색지방의 경우 저장된 에너지를
열로써 소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신생아 및 설치류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3-5). 이러한 갈색지방
조직은 예전의 경우 성인사람에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영상기법의 발달에 따라 성인에게도
갈색지방이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비만과 역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새로운 비만 해결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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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갈색지방세포와 유사한 지방세포가 발견되었는데 이 세포는 주로 백색지방조직 특히 피하백색
지방조직(Subcutaneous white adipose tissue; sWAT)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세포는 특이적으로 비활성 상태에서는 백색지방과 동일하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특정자극에 의해 활성상태가 되면 갈색지방세포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세포를 일컬어서 베이지 지방세포(Beige adipocyte) 또는 브라이트 지방세포(Brite adipocyte)로
불리운다. 또한 베이지 지방의 활성상태를 일컬어서 백색지방의 갈색지방화(WAT browning 또는
Browning)로 말하고 있으며 체내 다양한 호르몬들 및 추위노출, 운동 등에 유도되어 진다고 알려져 있다
(7-11, 그림1 ).

[그림 1] 백색지방 조직의 갈색지방화(Browning) 과정 및 유도인자들 (10,11)

단백체학(Proteomics)은 세포, 조직 또는 생물체의 총체적 단백질의 기능 및 변화를 연구하는 대형
스케일의 분석기술로 유전체학(Genomics)과 비교 시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에
내포되어 있지 않는 alternative splicing variant, 번역 후 변형(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
PTM), 그리고 단백질-단백질 결합(protein-protein interaction)등의 분석에 용이하다. 현재 약
80,000개가 넘는 isoform과 200종이 넘는 다른 PTM이 보고되어 있으며 유전체학보다 더 넓은 범위의
영역을 다룰 수 있어 유전체학의 한계를 보완 혹은 극복할 수 있는 학문이다. 현재 Proteomics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특이적 바이오 시그니쳐 분석 및 확인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더불어 신약 표적의
결합 파트너 발굴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듯 많은 연구자들은 Proteomics가 생물학과 유전체학의
사이에서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12-14). 본 기고에서는 Proteomics 기반 갈색지방 및
베이지지방세포의 활성유도 표적 발굴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1. Proteomics기반의 Browning제어 연구
Browning관련 연구는 최근에 대사분야에 있어서 가장 활발히 연구하는 분야로 현재까지 단백체 분석
기반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대구대학교 윤종원 교수 연구팀에서 커큐민(Curcumin) 처리에 의한 백색
지방세포의 갈색지방화 과정동안의 단백체 분석을 실시한바 있다. 기존에 커큐민 처리가 백색지방세포의
browning유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커큐민 처리에 따른 백색지방세포의 단백질의 발현
패턴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2-DE/MALDI-TOF-MS 분석을 통하여 커큐민 처리에 따른 58개의 변화하는
단백질을 동정하였고 이러한 단백질이 지질대사, 미토콘드리아 기능조절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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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림 2). 더불어 발굴된 단백질의 interaction 네트워크 맵 분석을 통하여 커큐민이 지방분해, β
oxidation, 그리고 에너지 소비관련 단백질의 증가를 통한 지방세포 분화 및 지방합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림 2] 랫트 백색지방세포 내 커큐민 처리에 의한 Browning과정동안 2-DE 젤 이미지 및 기능분석 (김 등, 15)

이밖에도 칸나비디올(Cannabidiol), 크리신(Chrysin), 캡사이신(Capsaicin), 베르베르린(Berberine)
등이 3T3-L1지방세포의 갈색지방세포 유도에 관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6-19). 특히 캡사이신의 경우
browning유도를 통한 동물모델에서의 항비만 효과 검증(20)으로 향후 보다 높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천연물 유래 단일화합물의 경우 직접적으로 비만 등의 대사질환 치료제 또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응용이 가능하기에 현재 연구자들이 보다 효능이 좋은 browning유도 천연물을 발굴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팀 역시 최근에 음용이 가능하며 독성이 적은 천연물을 확보 후 browning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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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 결과 몇몇 천연물에서 높은 UCP-1의 발현과 더불어 항비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browning유도 또는 갈색지방조직의 활성화는 추위노출에 의하여 유도되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위노출 경우 저장된 에너지를 열로써 소비하게 되고 형태학적으로 백색지방 및 갈색지방의
지방구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 최근 갈색지방 지방구를 추출하여 추위노출에 따른 갈색지방의 활성화과정
동안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단백체 기법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들은 mitochondrial protein UCP-1의
증가와 더불어 hormone sensitive lipase (HSL) and adipose TAG lipase (ATGL)의 발현이 크게 증가

6

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구의 크기와 미토콘드리아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21). 또한
Navet 등은 추위노출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의 발현양상을 단백체 분석을 통하여 추적한 바 있다.
추위노출에 따른 58개의 단백질이 유의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ATP synthase and mitofilin
관여 단백질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들은 발굴된 표적 단백질과 UCP-1과 관련성과 더불어 추위
노출에 따른 에너지 소모와 열 발생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시하였다(22).

2. 갈색지방 및 Browning 연구에 있어서 Secretome 분석
분비단백질 발굴은 표적 단백질의 빠른 상용화 이용 및 표지인자로서의 사용이 가능하기에 다방면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에 왔다. 백색지방의 경우 단백체 기반의 3T3-L1 세포와 중간엽줄기세포
(Mesenchymal stem cell)를 이용한 지방세포 분화 조절 단백질을 발굴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
되어졌다. Zhong 등은 iTRAQ기반의 단백체 분석을 통하여 인간 지방유래 줄기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과정동안 분비되는 420개의 단백질을 동정한바 있으며(23), Lehr 등은 인간의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및 비만환자 혈청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단백질을 동정한 바 있는데 이들 단백질의 경우 비만 및
지방세포의 분화조절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24). 이렇듯 지방조직에서의 분비단백질 경우 비만 및
당뇨 등과 같은 대사질환의 표지인자로서의 사용과 직접적인 치료물질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분비단백질의 단백체 연구에 있어서 갈색지방 또는 Browning관련 연구는 백색지방 또는 백색지방세포의
분화에 비해 아직 연구가 미비한 편이다. 갈색지방의 활성화 및 browning관련 연구가 현재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에 단백체 기반의 분비단백질 연구 역시 향후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 기대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갈색지방 또는 베이지 지방세포의 경우 UCP-1 의존적 에너지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UCP-1의
발현은 표적 지방조직이 에너지 소비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하버드 의대
Bruce M. Spiegelman 교수팀은 UCP-1 positive 또는 negative cell과 추위노출에 따른 browning유도
시에 세포 및 지방조직에서 RNA sequencing과 혈장 내 Shotgun proteomics with tandem mass tag
(TMT)을 이용하여 공통적으로 변화하는 유전자 및 단백질을 동정한 바 있다. 특히 secreted enzyme,
peptidase M20 domain containing 1 (PM20D1)을 발굴하고 이 단백질이 N-acyl amino acids합성에
관여하고 글루코오스 항상성 및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5, 그림 3). 그들은 비만
및 제2형 당뇨치료에 있어서 이러한 N-acyl amino acids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했다.

[그림 3] 단백체 분석을 통하여 발굴된 표적 단백질 PM20D1의 생체 에너지 대사 조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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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백질 번역 후 변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PTM)기반의 Browning조절 연구
유전체에 비해 단백체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단백질의 번역 후 변형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몇몇 그룹들은 갈색지방세포 및 갈색지방세포 분화 과정에 있어서 단백질의 PTM
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분야이다. Kruger 등은 갈색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신호전달에 있어서 타이로신(Tyrosine) 인산화를 분석한 바 있다. 그들은 인슐린 신호에 있어서
40개의 인산화 단백질이 크게 변화되는 것을 관찰 하였고 칼슘 신호전달과 인슐린 신호가 서로 교차전달
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26).
PTM기반의 browning연구는 아직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연구 분야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많은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UCSF의 Kajimura교수 연구팀은
Phosphoproteomics 기법을 통하여 Casein kinase2 (CK2)라는 단백질을 동정하였고, 이 단백질이
browning과정의 열 발생 및 에너지소비를 억제시킨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이들은 browning유도
인자인 β
3-adrenergic receptor 활성물질 처리에 따른 browning과정동안의 전체 인산화단백질의 발현
양성을 모니터링하였고 그중 CK2의 활성이 백색지방 상태일 때 높고 갈색지방화 과정동안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CK2의 억제화합물을 이용하였을 시에 전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의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browning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인산화 유도단백질의
중요성을 제시한바 있다(27). 현재까지 갈색지방의 활성화 및 browning유도에 있어서 인산화 단백질
뿐만이 아닌 아세틸화, 메틸화, 유비퀴틴화 등과 같은 많은 단백질 변형이 관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까지 관련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본 연구팀 또한 현재 추위노출에 따른 browning유도 시에 전체 단백질
아세틸화를 모니터링 한바 있다. 추위노출에 따른 browning유도 시에 non-histone단백질 중 많은
아세틸화 단백질이 증가되는 것이 관찰하였고 현재 표적 아세틸화 단백질의 기능/기전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그림 4] Phosphoprteomics를 이용해 발굴된 표적 단백질 CK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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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방 조직은 에너지 항상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내분비 기관으로 지방 조직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비만이 유발된다. 비만 및 비만관련 대사 장애는 현대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조직 및 지방세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비만 및 관련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백색지방 및 백색지방 세포의 기능 및 특성을 밝히기 위해 proteomics 접근법을 이용했다.
갈색지방의 경우 존재유무가 최근에 정립되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체지방량과 역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갈색지방이 자연적 항비만 표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 그룹에서 현재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단백체 기반의 표적 발굴 연구에 있어서는 백색지방에 비하여 아직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리뷰에서는 최근에 소개된 단백체 분석기반의 갈색지방 활성화
및 browning 관련 연구논문을 정리하였다. 이미 갈색지방 활성화 및 browning유도가 비만치료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proteomics 분석을 이용한 새로운 바이오
마커 또는 특성에 대한보고는 없다. 앞으로 갈색지방 활성화 및 browning유도관련 폭넓은 연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proteomics 분야에서 비만 및 대사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표적발굴과 더불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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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과학부 교수

뇌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특별한 장기 중 하나이다. 성인의 경우
체중의 약 2% 정도에 불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뇌는 신체가 소모
하는 총에너지의 약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
하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 환경으로 부터 주어지는
변화를 신체 각 부분의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서 판단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하여 다시 신체 각 부분의 근육을 움직여서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하여 개체가 생명현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뇌는 경험
으로 부터 학습을 하고 이를 기억하여, 좀 더 향상된 생활을 가능하
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뇌는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뇌기능은 마치
신경세포의 기능과 동의어처럼 여겨져 왔으며, 따라서 뇌 연구도
신경세포에 집중되어 왔다. 정작 뇌를 구성하는 세포의 10% 정도만이
신경세포 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세포는 비신경세포이지만, 상대적
으로 비신경세포는 연구자의 관심 밖에 있었다. 특히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상교세포는 신경세포가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공급, 노폐물제거, 기계적 충격 완충 등의
보조적 기능만을 가진“조연”정도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성상교세포를 포함한 비신경세포가 뇌기능 수행에 있어 신경세포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본 연구실은 성상교세포의 기능에 주목하여, 성상교세포의
기능과 성상교세포-신경세포 상호작용 기작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성상교세포는 신경세포의 활성에 종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성상교세포의 활성이 신경세포 간의 신경신호
전달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림 1] 신경세포-신경교세포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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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와 세포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G단백질 연결수용체 (G protein coupled
receptor; GPCR), 이온통로와 같은 막단백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GPCR은 세포 외부로 분비된
특정한 신호물질이 특이적으로 결합하면 활성화되어 세포내부로 신호를 전달하며, 특정한 신호체계를 통
하여 세포가 적절한 반응을 수행하게 된다. 이온통로는 특정한 이온에 대하여 세포막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통로로, 세포 내부와 외부의 이온의 농도와 전하분포에 따라 이온의 이동방향이 결정된다. 이온통로는 세포의
전기적 특성을 조절 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세포 내부의 신호전달 체계를 통한 세포의 반응성을 조절한다.
신경세포는 물론 성상교세포를 포함한 비신경세포도 수많은 종류의 막단백질을 발현하며, 막단백질이 신경
세포-성상교세포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막단백질은 수용성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백질과 결합을 통한 상호
작용을 해야 한다. 따라서 막단백질 자체의 특성 규명만큼이나 막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결합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막단백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며 절실하다. 막단백질은 수용성단백질에 비해
취급이 용이하지 않아 결합단백질 찾고, 그 결합을 통한 상호 조절작용의 분자적 기작을 연구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또한 특히 이온통로에 대한 연구 그 활성과 특성에 대한 전기생리학적 관심에 촛점이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이온통로의 결합단백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실은 이에 착안하여
막단백질의 특성과 그 조절기작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인터렉토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막단백질에 대한
결합단백질을 동정하여 표적 막단백질에 대한 결합단백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발굴된 결합단백질에 의해 막단백질의 기능이 어떻게 조절되는 지에 대한 기작을 규명하기 위하여 생화학적,
세포생물학적, 현미경학적 및 전기생리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뇌를 포함한 여러 장기에서 암, 당뇨, 대사질환 및 각종 뇌질환의 발병에 있어서 많은 종류의
막단백질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막단백질은 이러한 질병 치료제 개발의 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현재까지 개발된 많은 치료제들은 막단백질을 그 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단일 막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신약개발을 고비용과 저효율로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실은 표적막단백질과 결합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능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동의보감사업을 통하여 여러 공동연구팀들과 함께 표적막단백질에 대한
새로운 천연물 기능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연구실은 뇌기능을 신경세포-성상교세포 상호작용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는 것을 연구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막단백질과 결합단백질 사이의 단백질-단백질 결합을 통한 조절기작 규명을 통해 실현해
가고 있다. 또한 각종 질환 발병을 조절하는 막단백질을 표적으로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연구실은 현재 연구교수 2명, 연구원 3명, 대학원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전자동의보감사업,
중견도약과제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 연구과제를 통해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연구
팀들과 함께 다양하고 의미 있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기능인터렉토믹스 연구실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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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내용
•뇌에서의 TWIK-1 이온통로 기능연구
TWIK-1 이온통로는 1996 년 최초 동정되어 보고된 후 최근 까지 전기생리학적인 방법으로 이온통로
로서의 활성 측정이 어려워, 비활성 이온통로로 취급되어 그 기능 및 조절 기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뇌를 포함한 신체 대부분의 장기와 조직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현됨에도
불구하고, TWIK-1의 생리 및 병리적 기능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매우 적었다. 본 연구실은 최근 연구를
통하여 뇌의 신경세포와 성상교세포에서 TWIK-1 이온통로의 세포 특이적 기능들을 새롭게 규명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뇌세포 특이적 기능 규명에 연구 중점을 두고 있다. 뇌의 여러 조직에서의 TWIK-1의
발현 분포를 확인 하였고, 다양한 세포 유형 특이적인 유전자 조작을 통해 TWIK-1의 발현이 조절된 마우스를
제작하고 있다. 일련의 유전자 조작 마우스를 대상으로 현미경학적 및 전기생리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세포
특이적 TWIK-1의 특성을 확인하고, 행동실험 기법을 통해 생리 및 병리적 기능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터렉토믹스 기법을 통하여 구축된 TWIK-1 이온통로의 결합단백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결합단백질에 의한 TWIK-1 기능조절 기작을 세포수준에서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성과를 급성 또는 만성적 스트레스, 허혈성 뇌질환, 당뇨병 등의 질환 모델에 적용하여,
TWIK-1 이온통로의 기능 이해와 관련 뇌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3] 뇌조직의 TWIK-1 이온통로 분포

•뇌염증 조절 막 단백질 제어기술 개발
외상성 뇌손상 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및 헌팅턴병 등의 다양한 뇌질환들은 뇌염증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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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따라서 뇌염증반응 제어는 관련된 질환의 개선 및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다. 뇌염증반응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미세아교세포와 함께 성상교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뇌염증 연구가 미세아교세포에 촛점을 맞추어 진행
되어 왔다. 본 연구실은 뇌염증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성상교세포에서의 막 단백질에 주목하고
있다. 뇌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성상교세포 내의 이온통로와 G단백질 연결수용체 (GPCR)등의 막 단백질을
발굴하여 이를 뇌염증질환의 진단 바이어마커로 확립하고, 나아가 이들 막 단백질의 활성을 제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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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치료법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뇌염증 세포모델을 대상으로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표적 막 단백질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뇌염증질환 동물모델을
제작 및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발굴된 표적 막 단백질의 기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터렉토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표적 막 단백질의 결합단백질을 동정하고, 막 단백질에 대한
조절기작을 규명하여 뇌염증질환 제어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뇌염증질환의 치료법 개발은
인간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4] 성상교세포에서 CB1R GPCR과 TWIK-1/TREK-1 이온통로의 생리적 기능, Nature Communications 2014

•질병 표적 막 단백질에 대한 천연물 치료제 개발
기존의 단일표적에 대한 신약개발방식은 후보물질을 선정 및 여러 단계의 약효평가 과정을 거쳐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연구개발비 증가 및 개발성공률의 저하로 다중표적에 대한 기능제 개발에 대한 시도가 증가
하고 있다. 본연구실은 발병 빈도가 높은 암, 당뇨, 대사질환에 대한 표적 막 단백질을 선정하여, 이들 표적
막 단백질에 대한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세포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막 단백
질의 안정정 과발현을 구현하는 세포주 수립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double-floxed system 등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표적 막 단백질 활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표적 막 단백질과 결합하는 결합
단백질 동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능단백질체 (functional interactomics) 수준에서 효능을 나타내는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새로운 전략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후보물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축된 세포주를 현미경학적, 세포생물학적 및 전기생리학적 기법 등을 활용한 다각적 효능평가를 통해
최적의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외부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천연물 유래 후보물질로 부터 유효후보물질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천연물 유래 약물은
치료 혹은 예방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또한 방대한 경험적
임상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천연물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다중표적에 막 단백질에
효능이 있는 단일 유효성분을 발굴하고 이를 세포수준과 동물수준에서 그 효능 검증 및 기작 규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암, 당뇨 및 대사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을 천연물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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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막 단백젤 결합단백질 네트워크 기반 신규 질환 타깃 발굴 및 신약후보물질 발굴

▣ 주요 업적
1. Suppression of 14-3-3γ
-mediated surface expression of ANO1 inhibits cancer progression
of glioblastoma cells. Sci Rep. 2016; 6: 26413. doi: 10.1038/srep26413.
2. TWIK-1 contributes to the intrinsic excitability of dentate granule cells in mouse
hippocampus. MolBrain. 2014; 7(1): 80.
3. Heterodimer of TWIK-1 and TREK-1 mediates passive conductance and glutamate release
in astrocytes. Nature Communications. 2014; doi: 10.1038/ncomms4227.
4. Synchronous activation of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gene transcription and
secretion by pulsatile kisspeptin stimulation. ProcNatlAcadSciUSA. 2013; 110(14): 5677-82.
5. TREK-1 and Best1 Channels Mediate Fast and Slow Glutamate Release in Astrocytes upon
GPCR Activation. Cell. 2012; 151(1):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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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프로테옴 관련 주요 행사
9th Asia-Oceania Human Proteome Organization (AOHUPO) Conference

•일정 : 2018년 5월 15일(화) ~ 18(금)
•장소 : Hotel Hankyu Expo Park, Suita, Osaka, Japan
•웹사이트 : https://www.jhupo.org/2018
•Important Dates
- Abstract submission: Jan 15 ~ March 16, 2018
- Pre-registration: Jan 15 ~ April 23, 2018

호주 APS: 23rd Annual Lorne Proteomics Symposium 2018

•일정 : 2018년 2월 1일(목) ~ 4일(일)
•장소 : Cumberland Lorne Resort, Victoria,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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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PO 2018: 17th Human Proteome Organization World Congress

•일정 : 2018년 9월 30일(일) ~ 10월 3일(수)
•장소 : Orlando, Florida, USA
•웹사이트 : http://www.hupo2018.org

KHUPO Webzine

•HPP Post-Congress Day: 2018년 10월 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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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백체학회(KHUPO) 소식
1) 2017 KHUPO 하계 학술대회 개최 결과
행사명

2017 KHUPO 하계 학술대회

일 시

2017년 6월 29일(목) ~ 7월 1일(토)

장 소

KIST 강릉분원 과학기술연수원

주 최

한국단백체학회(KHUPO)

후 원
참가자

동일시마즈(주), KBSI 생의학오믹스팀, 엠바이오텍,
MJ사이언스, 뉴힐바이오텍,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총 92명
Proteomics: Tutorial Lecture Series

김용인(서울대학교)
이한겨레(고려대학교)

Proteomics: Year's Author

염정훈(서울아산병원)
조진영(연세프로테옴연구원)

Special Session

최경화(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박대찬(한국과학기술연구원)

Invited Speakers Ⅰ

이병훈(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고병준(오송신약개발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연자

박예은(한국과학기술연구원)
Proteomics:
Young Scientist-Poster Award

김용효(연세대학교)
도미솔(서울대학교)
윤나영(충남대학교)

Corporate Workshop Ⅰ:
동일시마즈(주)
Corporate Workshop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Hideyuki Shimaoka
(Sumitomo Bakelite Co. Ltd.)
김진영(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재영(충남대학교)

Invited Speakers Ⅱ

이주용(충남대학교)
김원곤(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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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UPO 2017‘한국인의 밤 Korean Night’개최
‘HUPO 2017' 이 2017년 9월 17일~21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가운데, 본 학회는 9월 18일
현지에서‘한국인의 밤’을 주관하여 HUPO 2017에 참가한 약 50여명의 국내 연구자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 2017년 KHUPO 간담회 개최 안내

KHUPO Webzine

학회는 지난 2017년 12월 20일(수) 세종호텔에서 현·차기 임원진과 관련 산업계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프로테오믹스 연구교류 및 학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실적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차년도 사업계획도 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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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8차 KHUPO 연례 학술대회 개최 안내

학술대회명
일 시
SKYLINE
Workshop

제18차 KHUPO 프로테오믹스 국제학술대회
(KHUPO 18th Annual International Proteomics Conference)
2018년 3월 29일(목) ~ 30일(금)
2018년 3월 28일(수)

장 소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주 제

Integrative Proteomics for Translational Research

Website
Important
Dates

http://2018.khupo.org
Abstract Submission Period: Jan 1 ~ Feb 28, 2018
Pre-registration Period: Jan 1 ~ Feb 28, 2018
PLENARY SPEAKERS

Christopher M. Overall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David R. Goodlett

Bernhard Kuster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of Pharmacy, USA

Germany

Young-Ki Paik
Yonsei University, Korea

SYMPOSIA
•Proteogenomics for Comparative Systems Biology
•Functional/Chemical/Mechanistic Proteomics
•Protein Modifications in Signal Transduction
•Protein Biomarkers for Disease
•Bioinformatics & C-HPP
•New Technological & Translational Prote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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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기(9기) 운영위원 구성
2018년 1월부터 제 9기 운영위원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회원분들께 아래와 같이 9기 임원 구성을
보고합니다.

■ 제9기 KHUPO 운영위원회 [임기: 2018.1.1~2019.12.31 (2년)]
직 책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학술위원장

학술위원

기획위원장
재무위원장
편집위원장
교육위원장
국제위원장
회원위원장
홍보위원장

KHUPO Webzine

산학협력위원장

선거위원장
기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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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조제열
김영수
이철주
이재준
한 진
최 헌
이진환
이유진
김진영
김민식
김영혜
이준석
김광표
안현주
이후근
박강식
배지현
김재호
박지용
이지은
이태훈
변경희
조사연
백문창
김혜정
유병철
배상철
신병희
안경준
임은영
장기범
정석
박성구
박병철

소
속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일시마즈(주)
인제대학교
(주)신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경희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대학교
충남대학교
가천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부산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남대학교
가천대학교
중앙대학교
경북대학교
K-BIO
국립암센터
(유)워터스코리아
SCIEX Korea
(주)신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동일시마즈(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 KHUPO 발전기금 모금운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단백체학회는 독립 사무실 마련과 학회발전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고자 2010년부터 발전기금
(기금위원장: 가천대학교 이봉희 교수)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과 임원들의 기금납부를 통해
기금위원회에서는 2020년까지 2억원의 발전기금 조성을 목표로 회원 여러분들의 기부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학회 발전기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회원분들께서는 학회 사무국(admin@khupo.org, 02-393-83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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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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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무보고 (2017년 7월 ~ 12월)
■ 제8기 12차 운영위원회의
● 일 시 : 2017년 6월 30일(금) 10:30
● 장 소 : KIST 강릉분원 과학기술연수원 소회의실
● 참석자 : 박병철, 이철주, 조제열, 김재호, 문정희, 조사연, 박성구, 이봉희
● 토의 및 의결사항
- 2017년 하계 학술대회 개최실적 보고
- HUPO 2017 Dublin: Korean Night 개최안
- 現 재정 현황 논의

■ 제9기 1차 운영위원회의
● 일 시 : 2017년 9월 11일(월) 17:30
● 장 소 : 서울역 루싱
● 참석자 : 조제열, 김영수, 이철주, 이진환, 이유진, 김진영, 김민식, 김영혜, 이후근, 박강식, 배지현,
박지용, 이지은, 김혜정, 유병철
● 토의 및 의결사항
- 2018년 제18차 국제학술대회 개최안
- HUPO 2022 유치
- 엑소좀학회 협조 요청
- 사무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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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기 2차 운영위원회의
● 일 시 : 2017년 10월 25일(수) 17:30
● 장 소 : 서울역 명가의 뜰
● 참석자 : 조제열, 이진환, 이유진, 김진영, 김민식, 김영혜, 이준석, 김광표, 안현주, 이후근, 박강식,
이지은
● 토의 및 의결사항
- 2018년 제18차 국제학술대회 개최안
- 학술지 창간의 건
- 사무국 이전
- 현/차기 업무인수인계 일정
- 2017년도 회계감사 시행안
- 2018년도 동계 워크숍 개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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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기 3차 운영위원회의
● 일 시 : 2017년 11월 22일(수) 18:00
● 장 소 : 서울역 명가의 뜰
● 참석자 : 조제열, 김영수, 이진환, 이유진, 김진영, 김영혜, 김광표, 안현주, 이후근, 이태훈, 변경희
● 토의 및 의결사항
- 2018년 제18차 국제학술대회 개최안
- 학술지 창간의 건
- 10th AOHUPO Congress in 2020 유치
- 2018년도 동계 워크숍 개최안

■ 제9기 4차 운영위원회의
● 일 시 : 2017년 12월 20일(수) 17:00
● 장 소 : 세종호텔
● 참석자 : 조제열, 이진환, 김진영, 김광표, 안현주, 박강식, 김재호, 이지은, 김혜정, 박성구, 박병철
● 토의 및 의결사항
- 2018년 제18차 국제학술대회 개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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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병철 박사,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선임

우리 학회 제8대 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병철 박사가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
본부장에 선임되었다.
박병철 본부장은 2년간 국책연구본부에서 ▲ 국책사업 관리 및 평가의 총괄·조정 ▲ 국책사업 기획,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및 정책수립·자문 ▲ 국책사업의 예산배분·집행의 총괄·조정 ▲ 국책사업의
성과활용 촉진 총괄·조정 ▲ 분야별 연구수요, 기술예측, 연구동향 등 조사·분석 총괄·조정 ▲ 국책
사업 관련 대외협력 업무 총괄·조정 등을 수행한다.

서울대학교 조제열 교수, HUPO 아시아 대표 이사로 선출

우리 학회 제9대 회장으로 선임된 서울대학교 조제열 교수는 더블린에서 개최된 2017년도 제16차 세계
인간프로테옴기구(HUPO) 세계대회에서 아시아 대표 이사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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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3년 이다.

26

연세대학교 백융기 교수, Journal of Proteome Research Special Issue(December
1, 2017) 발간 및 KHUPO 발전기금 기탁

▲ 현재 25개국 C-HPP 국제컨소시엄 회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백융기 교수는 본 컨소시엄의
5번째 JPR(Journal of Proteome Research) Special Issue를 Leading Guest Editor로서
다른 공동 편집자들과 같이 2017년 12월에 발간하였으며(사진 참조), 총 27편의 논문 수록 중,
한국팀은 총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Proteomics분야에서 5년 연속 한 주제로 Special
Issue를 낸 최초의 기록으로 2018년에도 Special Issue는 계속 발간될 예정이다.
▲ 우리 학회의 現 이사이자, 제 1, 2대 회장을 역임한 연세대학교 백융기 교수가 우리 학회 발전
기금으로 500만 원을 기탁했다. 백융기 교수는 기탁일에“ KHUPO 와 프로테오믹스 연구자들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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