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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한국단백체학회 회원 여러분!

올해는 단백체학회 창립된지 18년째 되고 18th KHUPO 학회를 서울대
학교 글로벌공학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Christopher Overall, Davis Goodlet, 백융기 교수님의 기조강연과,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등에서 오신 분들을 포함한 20명의 알찬 구두
조제열
한국단백체학회 회장

강연, 91개의 포스터가 발표된 풍성한 학회였습니다. 또한 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부스가 전시되었습니다.

한편 하루 전날 열린 Skyline 워크숍에서도 강연장을 가득 메운 학생회원들이 실습을 겸한 강연을 부지런히
듣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도 Young Scientists 세션을 통해서 학생과 젊은 과학자
들이 구두 강연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국단백체학회는 차세대 proteomics 학자를 육성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주도적 연구발표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편, 올해는 과기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과제 설명회를 진행해 주셨으며, 국립인체자원은행에서
혈액등 인체유래물 자원의 단백체 연구 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국립암센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Proteogenomics 과제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아져서 단백체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대
되고 회원들이 더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합니다.

단백체학은 질량분석기기의 발전과 인포매틱스의 발전이 어울려져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체에서 대부분의‘일’
을 하는 단백질의 정체를 밝히는 연구는 질환의 표지자와 신약의 타겟을 규명하는
분야이며, 단백질의 인산화 등 번역후수식 (PTM)을 밝혀서 신호전달의 네트워크를 밝히는 중요한 학문임을
상기하면서 함께 학회를 위해 노력합시다.

이번 학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고하신 사무총장님과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여름 워크숍이 강릉에서 열리게 됩니다. 함께 어우러져 단백체학 공부도 하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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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연구논문 소개

Proteomic analysis of urothelium of rats with detrusor
overactivity induced by bladder outlet obstruction
Molecular and Cellular Proteomic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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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과민성 방광(Overactive bladder; OAB)은 강하고 갑작스런 요절박과 함께, 빈뇨, 절박성요실금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곤혹, 불편, 수치심을과 함께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위축 및 삶의 질 저하까지
유발한다. 당뇨병보다도 이환율이 높으며 생활의 실제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주는 질환으로,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과민성 방광 질환이 발생이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16,776명의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민성 방광 질환의 전체 유병율은 16.6%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5,204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과민성 방광 질환의 유병율은 남성 16.0%, 여성 16.9%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과민성 방광 환자에게는 항콜린제나 아드레날린 약물 치료 등 방광근육을 이완시키는 방식의 약물이 흔히
쓰이나 약물 부작용으로 치료환자의 절반 정도는 약물치료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항콜린제 약물은 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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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시야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 할 수 있고 아드레날린 약물은 고혈압, 두근거림, 오심, 변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두 가지 약물 모두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요저류 증상을 유발 할 수 있다.
방광의 가장 바깥층은 이완과 수축을 통해 실제 배뇨를 조절하는 근육층으로 배뇨근(detrusor muscle)
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과민성 방광의 약물의 주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중간에는 혈관과 신경조직이
포함된 점막하층이 있고, 가장 안쪽은 방광에 저장되는 소변과 직접 접촉하는 요로상피조직(urothelium)이
위치하고 있다. 과민성방광은 배뇨근의 신경, 세포 사이의 교통, 근육세포 활성도 등이 변화하여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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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인 정확한 원인과 발생 기전은 아직까지도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다. 과민성 방광의
진단은 설문지를 통해 환자의 과민성 방광 유무 및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차적으로 진단하며, 증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배뇨일지나 요흐름/ 잔뇨량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요도와 항문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방광의 과활동성을 확인하는 침습적인 요역동학 검사를 이용
하는 실정이다. 과민성방광을 과학적으로 진단할 만한 마커와 중등도를 나눌 진단적인 방법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치료는 과민성 방광의 병리생리학적 증상인 배뇨근의 과활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항무스카린제나
베타3 작용제 등을 이용하여 방광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 효과가 미비하거나,
일시적인 방광 저장 증상 개선 효과만 보여서 평생 동안 오랜 기간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부교감 신경억제제인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도 생긴다는 점이다. 실제
미국의 한 시장조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과민성 방광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미비한 효과로 인해 1년 내에
과민성 방광 치료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환자가 7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요로상피조직이 외부자극에 반응하여 주변에 인접한 신경 및 근육조직으로 신호전
달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정상적인 방광 기능의 중요한 조절인자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요로상피조직의
기능 이상에 의해 과민성 방광의 유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과민성 방광의 진단
및 치료 표적으로써 요로상피조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요로상피조직에 대한 분자수준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진은 과민성 방광의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 및 치료 표적 발굴을 위해 정상 및
과민성 방광 요로상피조직에서 단백질 발현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최근 Molecular and
Cellular Proteomics 저널에 발표하였다. 이에 그 연구내용 및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1. 과민성 방광 모델동물 제작
과민성 방광의 원인 및 약물표적 규명 연구를 위해 우선 질환동물모델을 제작하였다. 기존 보고에 따르면
사람에서 방광출구폐쇄증(bladder outlet obstruction) 즉, 전립선비대증과 같은 질환에 의해서 과민성
방광이 유발될 수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물모델에서 인위적인 수술을 통해 방광
부분출구폐쇄증을 유발함으로써 과민성 방광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rague Dawley 렛드의
요도를 묶어 방광경부 부분폐색을 유발하여 이차적으로 과민성 방광을 유발하여 모델동물로 제작하였고,
정상 대조군은 sham 수술을 시행하였다. 제작한 모델동물들은 방광내압측정술을 통해 과민성 방광이
유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표 1, 그림 1]. 특히 과민성 방광 렛드에서 정상 대조군 보다 높고 불안정한
basal pressure pattern을 보였으며, 배뇨주기가 짧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표 1] 방광내압측정술 수행 결과 (infusion rate = 10 m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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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광내압측정술 수행 결과 대표도

2. 과민성 방광 요로상피조직(urothelium) 단백질체 분석
정상 렛드와 과민성 방광 렛드의 요로상피조직 단백질체 비교분석을 위해 방광의 요로상피조직을 분리
하고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단백질은 LTQ-Velos ESI ion trap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581개의 단백질이 검출되었으며, 그룹별로는 정상 대조군의 요로상피조직에서
507개, 실험군인 과민성 방광 요로상피조직에서 380개의 단백질이 발견되어 과민성 방광에 의해서 단백질
발현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그림 2A, B]. 각 그룹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은 정상 요로상피
조직에서 201개, 과민성 방광 요로상피조직에서 74개이다[그림 2A, B]. 또한 두 그룹에서 모두 발현되는
306개의 단백질 중 80개의 단백질이 그룹 간에 2배 이상의 발현양 차이를 보였다[그림 2B].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과민성 방광 발병에 의해 요로상피조직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의 종류 및 발현양에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요로상피조직 단백질체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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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별 발현 단백질 특성 및 변화 분석
과민성 방광에 의해 발현의 차이를 보이는 단백질들의 특성분석을 위해 검출된 단백질들의 세포내 발현
위치를 분석하였다. 각 그룹에서 발현되는 모든 단백질의 세포내 발현위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3A, B]. 자세히 살펴보면 정상 렛드의 요로상피조직에서 발현되는 507개의 단백질 중 세포 외부로 배출
되는 단백질이 84개(16.6%),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39개(7.7%), 세포질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259개
(51.1%), 핵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66개(13.%)로 나타났으며[그림 3A], 과민성 방광이 유발된 렛드의
요로상피조직에서는 발현된 총 380개의 단백질 중 세포 외부 단백질이 71개(18.7%), 세포막 단백질이 45개
(11.8%), 세포질 단백질이 176개(46.3%), 핵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49개(12.9.%)로 나타났다[그림 3B].
그러나 두 그룹 간에 2배 이상의 발현양 차이를 보이는 355개 단백질의 세포내 발현위치를 분석 한 결과
세포 외부, 세포질, 핵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은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과민성 방광 유발에 의해 발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경우 과민성 방광에서 발현이 감소된 단백질 보다
과발현된 단백질의 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C].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은 수용체 및
이온채널 등이 대표적이며 주로 세포신호전달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과민성 방광 유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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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상피조직에서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다양한 세포막 단백질들의 발현이 증가하는 현상은 유로상피조직이
소변의 저장과 배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과민성 방광 유발에 의해 유로상피
조직이 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변의 저장과 배뇨와 관련된 다양한 신호를 방광 근육조직
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요로상피조직 발현 단백질의 발현위치 분석 결과

4. 과민성 방광에 의한 신호전달 변화 분석
앞선 단백질체 분석을 통해 정상 요로상피조직과 과민성 방광 요로상피조직에서 다양한 단백질의 발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과민성 방광 유발에 의해 어떤 신호전달경로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생물정보학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그룹에서 발현의 차이를 보이는 355개의 단백질을 Ingenuity
Pathway Analysis (IP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양한 신호전달경로에 관련된 단백질들이
변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complement system, acute phase response signaling, LXR/RXR
activation, p38 MAPK signaling과 같은 염증 관련 신호전달경로에 속한 단백질들이 과발현 되어 있었다.
반면 ILK signaling, RhoA signaling, and remodeling of epithelial adherens junctions과 같은
세포골격 구성과 관련된 신호전달경로 단백질들의 발현은 주로 감소되어 있었다[그림 4].

[그림 4] 과민성 방광에 의해 변화되는 단백질의 기능적 분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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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러한 단백질의 변화를 일으켜 과민성 방광을 유발하는 상위조절인자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7개의 상위조절인자를 규명하였으며,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로 염증
반응과 세포골격 구성에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특히 그 중 complement component
3b/4b receptor 1-like, huntingtin, inhibin이 Cryab, Aldoa, Tpm2, Myl9, Cnn1, Myh1, C3의 활성
또는 발현을 조절하여 근육 수축을 촉진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림 5A]. 이러한 결과는 발굴된 상위조절
인자들이 방광 근육조직의 수축을 촉진함으로써 과민성 방광 증상을 유발함을 시사한다. 또한 염증반응과
관련하여 백혈구(leukocytes)와 호중성 백혈구(neutrophils)의 세포 이동 및 침윤에 관련된 다수의 상위
조절인자들도 확인되었다[그림 5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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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민성 방광에 의해 변화되는 단백질의 상위조절인자 규명 분석 결과

[그림 5] 과민성 방광에 의해 변화되는 단백질의 상위조절인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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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민성 방광 유발인자 규명
요로상피조직은 다양한 신호전달물질을 분비하여 주변의 방광 신경이나 근육조직에 신호를 전달한다.
요로상피조직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신호전달물질로는 adenosine triphosphate (ATP), nitric oxide
(NO), prostaglandin (PG), protachykinin-1 (TAC1), Ach, nerve growth factor (NGF) 등이 있다.
과민성 방광 요로상피조직에서 이들 신호전달물질들의 발현이나 분비 등을 조절하는 과민성 방광 유발인
자를 규명하기 위해 단백질 네트워트 분석을 수행한 결과 52개의 단백질이 도출되었다[그림 6]. 그 중 34
개의 단백질들은 ATP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ENTPD1, P2RX1, ATP5B, VAMP2, C3,
EIF4B, PTMA는 과민성 방광 요로상피조직에서만 발현되고 있었다[그림 6, 7].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요로상피조직에서 분비되는 ATP가 방광의 과민성에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규명된 7개의 단백질들이 ATP의 생산이나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과민성 방광을 유도할 수 있는 유발
인자임을 의미한다. 또한 NO와 관련된 단백질들이 18개 확인되었으며 이 중 12개 단백질들이 과민성 방광
요로상피조직에서 발현이 감소되었다[그림 6]. 이는 오랜 기간 NO가 부족해지는 경우 과민성 방광이 유발
되는 사실로 미루어 이들 단백질의 발현 감소로 인해 과민성 방광에 유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 과민성 방광 유발인자 단백질 네트워크 분석 결과

[그림 7] 과민성 방광 유발인자 단백질 발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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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민성 방광 진단마커 후보 발굴
현재까지 과민성 방광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보통은 설문지를 통해
환자의 과민성 방광 유무 및 정도를 평가한다. 이러한 과학적 진단법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
들이 과민성 방광의 신경이나 근육조직에서 진단용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효과적인
진단용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지 못하였다. 요로상피조직은 방광에 저장되는 소변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조직이며, 요로상피조직이 분비하는 다양한 단백질들은 소변으로도 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정상 요로상피
조직과 과민성 방광 요로상피조직에서 다르게 발현되는 분비단백질들은 소변을 이용하여 과민성 방광을
진단하는 비침습성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다. 단백질체 분석 결과 두 그룹에서 현격한 발현 차이를
보이는 분비단백질이 33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이 중 10개의 단백질이 과민성 방광 요로
상피조직에서만 발현되고 있으며 주로 염증반응에 관련되어 있었다. 반면 23개의 단백질들은 정상 요로상피
조직에서만 발현되며 주로 세포나 조직의 골격구성에 연관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과발현된 분비단백질
들을 대상으로 정량 PCR 실험을 수행하여 과민성 방광 진단용 바이오마커로써의 기능을 검증완료 하였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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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과민성 방광 진단마커 후보 리스트

[그림 8] 과민성 방광 진단마커 후보 단백질의 발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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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는 과민성 방광의 원인 및 약물표적 규명을 위해 요로상피조직의 단백질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상과 과민성 방광 요로상피조직에서 355개의 발현의 차이를 보이는 단백질들을 발굴하였다.
생물정보학 분석을 통해 이들 단백질들이 주로 염증반응이나 세포골격 구성에 관련된 단백질들임을 확인
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과민성 방광 관련 신호전달물질들을 조절하는 과민성 방광 유발인자들을 규명
하였다. 이러한 단백질들은 방광의 비정상적 민감성이나 근육수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며, 향후 과민성 방광의 진단이나 치료용 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검증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는 과민성 방광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후보 단백질들을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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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 우리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The human genome
project)를 통하여 완성된 인간 유전체 지도와 함께 포스트 게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전체 지도가 과학, 사회
/경제 및 인간 건강에 미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을 일으키는 인자는 단백질이어서 임상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약은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단백질은 세포
/조직 등의 내/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고분자로서
질량분석 기반 단백체 분석 기술은 RNA-seq을 기반으로 하는
전사체 서열 분석과 상응하는 기술이다. 인간 유전체의 전 염기서열이
해독된 후 유전체학 기술을 이용해 암을 포함하는 많은 질병에 대한
분자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어떠한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획득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수년간 질량
분석계(MS, mass spectrometry)의 눈부신 발전으로 그를 이용한
단백체 분석 기술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바이오 질량분석
(Biological Mass Spectrometry)을 기반으로 하는 단백체 분석
기술(MS-based Proteomic Analysis)은 단백질의 서열 분석, 정량
분석, 단백질 수식화(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분석 및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Protein-Protein Interaction) 변화 등의
분석은 다양한 질병의 이해를 돕는 유용한 정보를 얻게 해주고 있다.
2014년에는 존스홉킨스 연구 팀에서 인간의 단백체 초안 지도를
발표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Kim et al. A draft map of
the human proteome. Nature. 2014, 아래그림).

본 연구실은 경희대학교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과/의과대학 융합의과학과에 있는 바이오질량분석 연구실
로서 질량분석을 이용하여 단백체 및 대사체의 기반 데이터를 얻고 나아가 유전체 데이터를 융합을 통해
생물학의 전반적 이해를 이루고자 한다. 따라서 질량분석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넘어 단백체 분석법 및 대
사체 분석법에 대한 전반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질량분석 기술, 크로마토그래피 기반 분리 기술,
단백질의 생화학적 분석 기술, 단백체 데이터 해석 기술 및 대사체/전사체와의 융합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1. 바이오질량분석 기술 개발 - 세포/조직에 발현된 단백질들 중 일부 저농도로 존재하는 단백질들은
때로는 매우 중요한 단백질 들이다. 예를 들어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나 세포신호전달
(Signal Trnasduction)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티로신 인산화 단백질(Tyrosine Kinase)들은 세포
내에서 매우 적은 양이 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능의 결과로부터 변화된 대사 물질의 분석은 세포
/조직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났는지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백질이나 대사물질을
분석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은 생물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2.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 질병의 빠른 진단은 예방 및 치료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
나 현재 많은 질병에 대한 진단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바이오마커의 발굴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실에서는 임상시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질병에 특이적으로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 바이오마커는 단백질일 수도 있지만 대사물질일수 있기에 바이오질량분석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나아가 Triple Quadrupole Mass Spectrometry 기반 다중반응검지법(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기술을 통해 체액(Body Fluid)에서 발굴된 바이오마커 후보군들을 검증하고 있다.

3. 단백체 지도 완성 - 비록 단백체 지도 초안이 제작 되었지만 아직 단백체 지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나아가 단백체 지도 초안은 매우 단편적이어서 이 초안 지도는 말 그대로 초안일 뿐이다. 이에 본 연구실
에서는 최초의 인간 단백질 지도를 완성하고자 하며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지는 단백질 복제수 표준 지도
(reference protein copy map)는 인간 단백체 지도를 구체적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생물학 및 의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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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임상이나 신약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임상 조직 시료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세포의 단백체를 분석
하여 융합할 필요가 있다.

4. 멀티오믹스의 융합 - 최근 유전단백체 분석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등을
융합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바이오질량분석 기반의 데이터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전사체 및 단백체를 동시에 분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컴퓨터 생물학에 기반한
생물정보학 연구를 배우고 있으며 이로부터 생물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요 업적
The full list of Dr. Min-Sik Kim's publications can be found at the google scholar.
2018
066. Wu, X., Zahari, M. S., Renuse, S., Sahasrabuddhe, N., Chaerkady, R., Kim, M.-S.,
Fackler, M. J., Stampfer, M., Gabrielson, E., Sukumar, S. and Pandey, A. Quantitative
phosphoproteomic analysis reveals reciprocal activation of receptor tyrosine kinases between
cancer epithelial cells and stromal fibroblasts. Clinical Proteomics. [Click].
065. Shefa, U., Kim, D., Kim, M.-S., Jeong, N. Y. and Jung, J. (2018) Roles of gasotransmitters
in synaptic plasticity and neuropsychiatric conditions. Neural Plasticity. [PubMed link].
064. Park, J. W.*, Kim, M.-S.*, Voon, M. C., Kim, S.-J., Bae, J., Mun, D.-G., Ko, S.-I., Kim,
H. K., Lee, S.-W. and Kim, D. Y. (2018) Multi-omics analysis identifies pathways and genes
involved in diffuse-type gastric carcinogenesis induced by E-cadherin, p53, and Smad4 loss
in mice. Molecular Carcinogenesis. Accepted. *Co-first authorship. [PubMed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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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Kim, M. J., Kim, M., Choi, Y., Park, S. C., Kim K. P., Jung, J., and Kim, M.-S.* (2018) The
effect of the formalin-fixation on lipids revealed by the lipidome profiling. Lipids. Under review.
062. Lee, S.-E., Song, J.-G., B?sl, K., M?ller, A. C., Vitko, D., Bennett, K. L., Superti-Furga,
G, Pandey, A., Kandasamy, R. K.* and Kim, M.-S.* (2018) Proteogenomic analysis to identify
missing proteins from haploid cell lines. Proteomics. Accepted. *Co-correspondence
authorship. [PubMed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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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Jang, W. and Kim, M.-S.* (2018) SILAC expands its territory to the pathogenic yeast,

Candida albicans. Proteomics. 18. 5-6. e1700458. [PubMed link]
060. Shefa, U., Kim, M.-S., Jeong, N. Y. and Jung, J. (2018) Antioxidant and cell-signaling
functions of hydrogen sulfide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Oxidative Medicine and Cellular

Longevity. 2018, 1873962, 17. [PubMed link]
059. Wang, Z., Kim, M.-S., Martinez Ferrando, I., Koleske, A. J., Pandey, A., and Cole, P. A.
(2018). Analysis of Cellular Tyrosine Phosphorylation via Chemical Rescue of Conditionally
Active Abl Kinase. Biochemistry. 57. 1390-1398. [PubMed link]
2017
058. Na, C. H., Barbhuiya, M. A., Kim, M. -S., Verbruggen, S., Eacker, S. M., Pletnikova, O.,
Troncoso, J. C., Halushka, M. K., Menschaert, G., Overall, C. M. and Pandey. A. (2017).
Discovery of non-canonical translation initiation sites through mass spectrometric analysis of
protein N-termini. Genome Research. 28. 25-36. [PubMed link]
057. McCall, M. N., Kim, M.-S., Adil, M., Patil, A. H., Lu, Y., Mitchell, C. J., Leal-Rojas, P.,
Xu, J., Kumar, M., Dawson, V. L., Dawson, T. M., Baras, A. S., Rosenberg, A. Z., Arking, D.
E., Burns, K. H., Pandey, A. and Halushka, M. K. (2017). Toward the human cellular
microRNAome. Genome Research. 27, 1769-1781. [PubMed link]
056. Cutler, J. A., Tahir, R., Sreenivasamurthy, S. K., Mitchell, C., Renuse, S., Nirujogi, R. S.,
Patil, A. H., Heydarian, M., Wong, X., Wu, X., Huang, T. C., Kim, M.-S., Reddy, K. L., Pandey,
A. (2017). Differential signaling through p190 and p210 BCR-ABL fusion proteins revealed by
interactome and phosphoproteome analysis. Leukemia. 31. 1513-1524. [PubMed link]
055. Lee, S., Panthi, S., Jo, H. W., Cho, J., Kim, M.-S., Jeong, N. Y., Song, I. O., Jung, J.,
Huh, Y. (2017). Anatomical distributional defects in mutant genes associated with dominant
intermediate Charcot-Marie-Tooth disease type C in an adenovirus-mediated mouse model.

Neural Regeneration Research. 12. 486-492. [PubMed link]
054. Oh, J. W., Kim, S. K., Cho, K. C., Kim, M.-S., Suh, C. S., Lee, J. R., Kim, K. P. (2017).
Proteomic analysis of human follicular fluid in poor ovarian responders during in vitro
fertilization. Proteomics. 17. 6. [PubMed link]
053. Nirujogi, R. S., Muthusamy, B., Kim, M.-S., Sathe, G. J., Lakshmi, P. T., Kovbasnjuk,
O. N., Prasad, T. S., Wade, M., Jabbour, R. E. (2017). Secretome analysis of diarrhea-inducing
strains of Escherichia coli. Proteomics. 17. 6. [PubMed link]
052. Shefa, U., Yeo, S. G., Kim, M.-S., Song, I. O., Jung, J., Jeong, N. Y., Huh, Y. (2017).
Role of Gasotransmitters in Oxidative Stresses, Neuroinflammation, and Neuronal Repair.

BioMed Research International. 2017:1689341. [PubMed link]
2016
051. Asiimwe, N., Yeo, S. G., Kim, M.-S., Jung, J., Jeong, N. Y. (2016). Nitric Oxide:
Exploring the Contextual Link with Alzheimer's Disease. Oxidative Medicine and Cellular

Longevity. 2016:7205747.[PubMed link]
050. Cha, S.-J., Kim, M.-S., Pandey, A., Jacobs-Lorena, M. (2016). Identification of GAP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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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urface of Plasmodium sporozoites as a new candidate for targeting malaria liver
invasion.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213. 2099-2112. [PubMed link]
049. Mitchell, C. J., Kim, M.-S., Na, C. H. and Pandey, A. (2016). PyQuant: a versatile
framework for analysis of quantitative mass spectrometry data. Molecular & Cellular

Proteomics, mcp. O115. 056879. [PubMed link]
048. Mitchell, C. J., Kim, M.-S., Zhong, J., Nirujogi, R. S., Bose, A. K. and Pandey, A. (2016).
Unbiased identification of substrates of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ptp-3 in C. elegans.

Molecular Oncology. [PubMed link]
047. Jhaveri, D. T., Kim, M.-S., Thompson, E. D., Huang, L., Sharma, R., Klein, A. P.,
Zheng, L., Le, D. T., Laheru, D. A., Pandey, A., Jaffee, E. M. and Anders, R. A. (2016). Using
quantitative seroproteomics to identify antibody biomarkers in pancreatic cancer. Cancer

Immunology Research. 4, 225-233. [PubMed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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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프로테옴 관련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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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P Post-Congress Day : 2018년 10월 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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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백체학회(KHUPO) 소식
1) 2018 KHUPO 동계 워크숍 개최 결과
학회는 2018년 2월 8일(목) - 9일(금) 양일간에 걸쳐 곤지암리조트에서 동계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조제열 회장(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하 여러 임원들이 참석하여 개별 연구내용 발표와 최신 기술 및
정보교류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KHUPO 제 9기 임원진들의 위촉식과 함께 2018년도의 성공적인 연례 학술대회 개최와 전반적인
학회 사업 운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 제18차 KHUPO 프로테오믹스 국제학술대회 개최 결과

학술대회명

국문

제18차 KHUPO 프로테오믹스 국제학술대회

영문

KHUPO 18th Annual International Proteomics Conference

주 제

Integrative Proteomics for Translational Research

일 정

2018년 3월 29일(목) ~ 30일(금) / 3월 28일(수) Skyline Workshop

장 소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주 최

한국단백체학회

참가자

314명

포스터 발표 수

KHUPO Webzine

기기전시 및 광고게재

Corporate Workshop

18

총 124편 [구두발표 : 34편, 포스터발표 : 90편]
브루커코리아(주), (주)신코,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주),
동일시마즈(주), (유)워터스코리아,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주),
프로탄바이오, (주)엠디엑스케이, 에스엠애널리티컬,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 (주)이바이오젠,
엘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제이엠이엔비, 애니젠(주), (주)영인프런티어,
프로메가 코리아, KBSI 생의학오믹스연구부, 태신바이오사이언스,
(주)글라이칸, 경북대학교 엑소좀 융합사업단, 연세프로테옴연구원,
하나랩(주), (주)다호코리아, 킴스마켓, 엠바이오텍, (재)국가마우스사업단
브루커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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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차 KHUPO 국제학술대회‘우수포스터 수상자’소감
2018년 3월 29일(목) ~ 30일(금),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제18차 KHUPO 국제학술
대회에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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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총
6개 세션에서 90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으며, 브루커코리아(주) 및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주) 후원
으로 총 17명의 우수포스터 수상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입니다.

■ 윤종혁 (한국뇌연구원, 선임연구원)
먼저 제18차 KHUPO 프로테오믹스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치매는 퇴행성 질환의 특성상 치료를
위한 조기진단이 중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치매 혈액엑소좀의 단백체와
지질 분석을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한 바이오마커 후보군을 새롭게 찾아 검증하고
이들의 기전을 분자수준에서 밝혔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엑소좀 단백체 분석기술이
발전하길 바라며, 알츠하이머치매 조기진단의 새로운 방법론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미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KHUPO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HUPO Webzine

포스터 제목
Multidimensional proteomic analysis for understanding Alzheimer'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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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선아 (KAIST, 석박사통합과정 4년차)
처음 해보는 구두발표를 KUHPO 국제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부족한 발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Histone H2BK120 ubiquitylation의 E3 ubiquitin ligase로 알려진 RNF20/40
complex의 새로운 substrate를 찾기 위해 IP-MS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RNF20/40의 candidate substrate를 스크리닝 하였습니다. 그리고 heat shockresponsive transcription factor로 알려진 eEF1Bδ
L이 RNF20/40에 의해 381번째
lysine에 ubiquitylation이 일어나고, 이것이 transcription을 촉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학회를 통해
여러 교수님, 연구원, 학생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저의 연구를 점검하고 고찰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의 연구를 지도해주신 김재훈 교수님과 질량분석 실험을 도와주신 표준과학연구원
이진환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포스터 제목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eEF1Bδ
L as a substrate of RNF20/40

■ 서라민 (KAIST 생명과학과, 석박통합과정)
처음으로 KHUPO 국제 학술 대회에서 발표도 하고 더욱이 이런 수상까지 하여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포스터와 발표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현장에서
많은 연구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까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기에
이번 수상이 저에게 정말 값지게 느껴집니다. 처음이란 그 것이 무엇이든 서툴지만
소중하고 오랜 기억으로 남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번 기회를 통해
힘을 얻으며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진환 박사님과 이지연 박사님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신 강석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스터 제목
Establishment of 3-D Cell Culture Model for Liver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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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영 (경희대학교 응용화학과, 석박통합 과정생)
I am grateful to KHUPO organization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present my research in front of many scientists and professor from all
across the globe. It is an honor to be awarded as the“Sartorius Young
Scientist”
. Many people gave me great feedback on my research during
the poster session. KHUPO annual scientific meeting gave me the
motivation to push myself harder to find the cure for the diseases and
disability that I am currently researching.

포스터 제목
Application of LC-MS/MS to identify biomarker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using Cntnap2 KO mouse

■ 김광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의학오믹스연구부/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박사과정)
먼저 이번 연구를 지도해주신 유종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사과
정부터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당단백질 암 바이오마커 연구를 진행해오면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단백질에서 일어나는 PTM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중
당쇄화 (Glycosylation)는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최근까
지 당단백질 (Glycoprotein)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특이적 당쇄화를 규명하는 분석기술 개발 및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연구에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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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제목
Development of Fucosylated Glycopeptides in Alpha-fetoprotein
Immunoprecipitated from Serum as a Biomarker Candidate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by Parallel Reaction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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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구원)
KHUPO에서 제 연구내용을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in vitro assay 방법을 이용해 벼흰잎마름병균이 벼에 병을 유발하기 위해
필요한 병원성 유전자들의 시간변화에 따른 발현변화를 transcriptome과
proteome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학회장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조언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HUPO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학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그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터 제목
Proteogenomic analysis of early gene expression profile of Xanthomonas
oryzae pv. oryzae in interaction with the host plant

■ 천동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테라그노시스연구단, 석박사통합과정)
이번 18회 KHUPO 학회에서 우수포스터를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primary tumor 와 malignant ascites 에서 파생된 두 개의
위암 세포주로부터 단백질을추출하여 Top-down 분석법을 이용해 저분자량의
단백질을 비교분석한 내용입니다. 아직 분석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논문까지 이끌어 가겠습니다. 좋은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지원
해주시고 지도해주시는 이지은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연구에 더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포스터 제목
Low-molecular weight proteome analysis of gastric cancer cells derived from
primary tumor and malignant ascites using top-down mass 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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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협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박사과정)
먼저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 연구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와 수상의 영광까지
주신 KHUPO에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는 혈액 내 haptoglobin을 이용한 위암
바이오마커 발굴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위암으로 발전 가능한
다양한 위염의 진단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위암과 위염에 진단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주식회사 글라이칸의 김운용 박사님과 항상 큰 가르침 주시는
지도교수님이신 안현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포스터 제목
Aberrant glycosylation is associated with gastric cancer and precancerous diseases

■ 박예은 (KIST, 연세대학교 통합과정)
제 18회 KHUPO 학회에서 우수포스터를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대조군, 인터넷·게임 중독 및 알코올 중독 혈액 시료를 질량분석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독의 매커니즘을 이해해보고, 인터넷 중독 특이적인
바이오마커 후보군을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번
포스터 준비기간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해본 데이터를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데이터를 보완하여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이지은 박사님과 이승택 교수님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KHUPO Webzine

포스터 제목
Proteomic analysis of serum samples from non-addiction, Internet·game
addiction, and alcohol addiction groups using GeLC-MS/M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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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석사과정)
본 KHUPO 국제학회에 참가하고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연구 전반과
포스터 제작에 도움 주시고 지도 해주신 박강식 교수님 및 저희 실험실 구성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colon cancer의 EMT를 SILAC 기법을 이용한 proteomics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뻤습니다. Colon cancer의 전이 상태에 따라
확인된 bio-marker들은 추후 연구활동에 큰 기반이 될 것이며 보다 심층적인 실험에
기여할 것 입니다. 학회에 참가하면서 여러 우수한 과학자 분들과 교류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본 학회로 인해 많은 과학자분들이 동기부여를 얻으시고 좋은 연구를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수 포스터에 선정된 것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터 제목
Proteomic analysis of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related membrane
proteins in colorectal cancer cells using SILAC

■ 도미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Proteomics & Biomarker 연구실, 석박통합 박사과정)
지난 해 KHUPO 학술대회에 이어 이번 해에도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포스터
발표를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우수포스터상도 수상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췌장암의 전구 병변인 IPMN 환자로부터
채취한 췌장낭종액을 이용하여 IPMN의 악성도를 대변할 수 있는 단백질 마커
후보군을 고해상도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발굴하고, 특정 마커 후보군들을 면역블러
팅법으로 검증한 일련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포스터 발표 시간을 통해 다른 연구자들의 질문과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 연구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
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KHUPO 학술대회는 제가 참된 연구자로 성장
하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밑거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힘껏 지도
해 주신 김영수 교수님과 연구실의 모든 선배들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스터 제목
Quantitative proteomic analysis of cystic proteins associated with malignancy in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s dysplasia of the panc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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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요섭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 석박통합과정 6학기)
먼저 이번 18회 KHUPO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상을 수상하도록 기회를 주신 심사
위원 및 KHUPO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이번에
단백체학 질량분석기 기반 분석 기법인 다중반응검지법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을 통한 데이터 생산 및 그 생산된 데이터를 통해 멀티 마커 패널
제작을 위해 기존에 사용된 기계학습 방법 외에 새롭게 사용되는 Deep Learning
기법을 적용하여 멀티 마커 패널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미 유전체학 분야에서는
Deep Learning이 활발히 적용되어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단백체학 분야에서는 Deep
Learning의 적용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 질량분석기 기반 단백체학 MRM 데이터에
Deep Learning를 적용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단백체학 분야에서도 최신 머신러닝
기술인 Deep Learning이 활발히 적용되어 많은 연구결과들이 나오는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본 연구를
통해 KHUPO 학술대회에 참석 할 수 있었고, 또 학술대회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김영수
교수님께 또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 또한 앞으로 실력을 쌓아 더 나은 연구결과로 단백체학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KHUPO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한국 단백체학을 이끌어가는 학회로 자리
매김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터 제목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marker panel for Diagnosis
of Pancreatic Cancer Using Deep Learning Algorithm

■ 이주아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박사과정)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발달
단계의 인간 뇌에서 당쇄와 당지질을 추출하여 LC/MS 기반으로 정성 정량적 변화를
추적하고 생물학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에 관해 포스터 발표를 하였습니다.
매년 학회 참석 후에는 늘 스스로 부족한 점을 먼저 돌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학회장에서 뵙는 반가운 교수님들과 선배 연구자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들이 제게는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사과정부터

KHUPO Webzine

지금까지 지도해주시는 안현주 교수님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스터 제목
Dynamic mapping of human frontal cortex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
via neuroglycom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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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나리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박사과정)
현재까지 명확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염증질환인 베체트병의
바이오 마커를 밝히기 위해 단백질 PTM 중 하나인 glycosylation 관점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glycan 마커를 확인하는 global profiling 방법
에서 벗어나 glycan 이성질체들을 분리하고 정량하여 환자와 정상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수상의 기쁨
까지 얻은 이번 KHUPO 학회는 그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자부심을 느
끼게 한 계기였습니다. 연구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지도교수님과 따뜻한 봄날 저의 발표와 포스터를 세심
하게 봐주신 많은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회참석을 통해 받은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원동력으로
자랑스러운 KHUPO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터 제목
Quantitation of Serum N-Glycan Isomers for Behcet Disease Monitoring

■ 정진우 (서울대학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석사과정)
KHUPO 라는 국제학회에서 저의 연구 내용을 소개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주 좋은
기회였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쓰이는
Tocilizumab이라는 IL-6 receptor antibody에 대해 response와 nonresponse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의 serum sample을 MRM과 PRM 정량 분석을 통해서
prognostic biomarker 를 선정하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석사과정 학생
으로서 큰 상을 받아서 영광이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포스터 제목
PRM and SRM methods to identify prognostic biomarkers of Tocilizu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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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서영 (경희대학교 응용화학과, 학사과정)
우선 학부과정 학생으로 KHUPO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도해주신 김민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 학회에서 MALDI-TOF 질량분석기를 사용하여 폐암 환자로부터 얻은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에서 얼마나 빠르고 쉽게 small molecule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학회 참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연구 포스터를 보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학부생인 저로써는 이 시간
들이 유익하였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정확하면서도 빠른 폐암 진단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터 제목
Small molecular analysis of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 from patients
with lung cancer using MALDI-TOF mass spectrometry

■ 김태영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화학유전체학 연구실, 박사과정)
우선 이번 서울대에서 진행된 KHUPO 에서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수상까지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발표한 연구는 종양, 신장 그리고 간 조직 내에서 Bioactive
small molecule을 MALDI 질량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한 MALDI-MS Imaging
결과와 이를 통해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해당 약물 내성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본 연구는 스웨덴의 룬드 대학교의 Gyorge Marko varga 교수님의 CPS&I 팀의
체계적이고 아낌없는 열정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런 귀중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없었
음을 밝힙니다. 또한, 무엇보다 결과 도출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화학유전체학 연구실원들과 마지막으로
이런 귀중한 연구뿐만 아니라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깨달음으로 지도해주시는 권호정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귀중한 연구결과들을 교류할 수 있도록 연구에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HUPO Webzine

포스터 제목
RTKi distribution with protein targets on in vivo tissue using MALDI mass
spectrometry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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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 KHUPO 하계 학술대회 개최 안내
행사명

2018 KHUPO 하계 학술대회

일 시

2018년 7월 5일(목) ~ 7일(토)

장 소

KIST 강릉분원 과학기술연수원

주 최

한국단백체학회(KHUPO)

Proteomics: Tutorial Lecture Series

김정권 (충남대학교)
김태영 (GIST)
권유미 (KIST)

Proteomics: Year's Author

김현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소연 (POSTECH)

프로그램

초청연자 강연 Ⅰ
Brain Research

김철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오용석 (DGIST)
송민석 (영남대학교)

및
연자

Proteomics:
Young Scientist-Poster Award

초청연자 강연 II
Antibody Therapeutics

김운용 (충남대학교)
인선아 (KAIST)
장우영 (경희대학교)
예경무 (DGIST)
김대희 (스크립스코리아)
이종서 (앱클론 주식회사)

KC-HPP Workshop
Group Discussion: Personalized Prote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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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단백체학회 AOHUPO 2020 유치

한국단백체학회 회원님들께,
더워지는 날씨에 연구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0년 제10회 AOHUPO의 개최지로 한국의 부산(3월 25-28일)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가 강력하게 개최의사를 밝히면서 유치전이 치열했습니다.
지난 달 Osaka AOHUPO에서 저와 인도측 유치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AOHUPO 이사회 숙고기간과 전자투표를 통해서 오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10회 AOHU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총력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이어 받아서 2022년 세계 HUPO도 유치하는 기반을 다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단백체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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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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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HUPO 발전기금 모금운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단백체학회는 독립 사무실 마련과 학회발전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고자 2010년부터 발전기금
(기금위원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병철 박사)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과 임원들의 기금납부를
통해 기금위원회에서는 2020년까지 2억원의 발전기금 조성을 목표로 회원 여러분들의 기부를 요청 드리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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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이상 기부자
백융기

연세대학교
300만원 이상 기부자

박영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0만원 이상 기부자

권호정

연세대학교

유종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나도선

울산대학교

박병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백효현

동일시마즈 스펙크롬

성제경

서울대학교

이종서

앱클론(주)

조제열

서울대학교
그 외 기부자

한

진

인제대학교

이철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강상원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홍희

서울대학교

윤종원

대구대학교

하권수

강원대학교

권경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찬화

고려대학교

류성언

한양대학교

서판길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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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무보고 (2018년 1월 ~ 6월)
■ 제9기 5차 운영위원회의
● 일 자 : 2018년 2월 8일(목)
● 장 소 : 곤지암 리조트 Conference M8
● 참석자 : 조제열, 김영수, 이진환, 김진영, 김민식, 김영혜, 이준석, 김광표, 안현주, 박강식, 배지현,
● 참석자 : 변경희, 조사연, 유병철, 배상철
● 토의 및 의결사항
- 2018년 제18차 국제학술대회 개최안

■ 제9기 6차 운영위원회의
● 일 자 : 2018년 3월 5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락구정
● 참석자 : 조제열, 김영수, 이철주, 이진환, 이유진, 김진영, 김민식, 김혜정, 안현주
● 토의 및 의결사항
- 2018년 제18차 국제학술대회 개최안
- 웹진 NO. 28 발간안
- 하계 학술대회 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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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기 7차 운영위원회의
● 일 자 : 2018년 5월 2일(월)
● 장 소 : 서울역 루싱
● 참석자 : 조제열, 이진환, 김진영, 김민식, 김영혜, 김재호, 윤종혁, 박지용, 이지은
● 토의 및 의결사항
- 2018년 제18차 국제학술대회 개최결과 보고
- Skyline Workshop 결과 보고
- 2018년 제1차 이사회 결과 보고
- 하계 학술대회 개최안
- 웹진 No. 28 발간안
- HUPO 2018 올란도 Korean Night 개최안
- 학회 문서보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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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 백융기 교수가 2018년 2월말 정년을 맞은 후 3월1일 부터 연세대에서 처음으로 연구트랙 명예특임
교수로 임명되어 향후 5년을 계속 연세프로테옴연구소장으로서 재직하게 되었다. 최근 국제 단백체
지도 컨소시엄(C-HPP)의 회장으로서 2018년 3월 1일부로 Dark Protein 프로젝트인 neXt-CP50
Initiative를 런칭하여 동정은 되었으나 기능을 전혀 모르는 uPE1이라고 부르는 약 2000개의 인간
단백질에 대한 기능연구를 글로벌 사업으로 시작했다 (www.c-hpp.org 뉴스레터 참조). 한국은 이미
염색체 9번 (서울대 조제열 교수), 11번 (기초과연 유종신 박사), 13번 (연세대 백융기 교수)을 중심으로
리딩 그룹으로서 단백질 기능연구지도작성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오는 6월 16일
~ 17일 스페인 Santiago de Compostela에서 제19차 C-HPP Workshop을 개최 여기서 neXtCP50사업에 대한 계획을 강의할 예정이고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제17차 HUPO Congress (2018년
9월 30일 ~ 10월 4일)에서 이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 연세대학교 화학유전체학 연구실 권호정 교수는 4월 17일 ~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8
KOREA LAB R&D 융합기술 세미나에서‘생리활성화합물의 작용기전 연구를 위한 융합기술’주제로
강연하였다. 본 세미나는 미래성장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와 R&D전문연구, 생산진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기전시회와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이번 강연을 통해 본 연구진에서 구축한 비수식 표적동정
시스템의 실용화 및 유용성을 발표하고 관련 기업 및 기관전문가와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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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5일 ~ 18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Mass Spectrometry and Proteomics 2018 에서
황희윤 박사과정생 (지도교수: 권호정 교수)이 BGI AOHUPO-JprOS student travel
awards를 수상하였다 (Title: Combination of label-free DARTS and LC-M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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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reveals a target protein of small molecule inhibitor of autopha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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