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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한국단백체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웹진 6월호를 출간합니다.
2020년은 인류가 맞이한 초유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단백체학회도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시간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 3월 24-27일에 열리기로 했던 제10회 AOHUPO 2020/제20회
조제열
한국단백체학회 회장

KHUPO 연례 학술대회는 코로나로 올해 7월 1-3일로 1차 연기된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들지 않자 다시 1년 후인 2021년 6월 30일-7월
2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학회장도 부산 BEXCO에서 부산

항만컨벤션센터 (BPEX)로 바뀌게 되었고, 기조 연자를 조정하여 모시고 날짜도 3일로 단축하는 안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학회가 멈추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기로 한 HUPO 2020
연례학술대회도 온라인으로 열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진정되고
내년 7월에 AOHUPO 학술대회가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단백체학회는 올해 치르지 못한 제20회 KHUPO 연례학술대회를 9월 14-1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기 위해 학술운영위원님들과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KHUPO 학회는 해외 연자는 모시지 못하지만, 국내 실력 있는 연자들을 모시고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웹진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유병철, 김혜정 홍보위원장님과 원고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웹진이 저희 학회를 하나로 엮고 서로 소통하는 좋은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 06.
한국단백체학회 조 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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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RNA digestion enables robust RNA-binding
site mapping at single amino acid-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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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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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 결합 단백질(RNA-binding protein, RBP)은 RNA의 전사 후 조절에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최근

4

수 년간 이러한 RNA와 RBP의 결합 네트워크를 밝혀내기 위해, 수많은 질량분석 기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RBP와 RNA의 UV 공유결합 후 RNA기반 추출을 통해 그것에 결합한 RBP들을 질량분석으로
확인하는 ‘RNA interactome capture (RIC)’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RBP를 새로이 규명하였다. 뒤이어
RBP 내 RNA에 결합하는 부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RNA에 UV 공유
결합한 RBP들을 LysC, ArgC등의 protease로 먼저 크게 자른 후 펩타이드-RNA결합체를 RNA기반으로

추출 한 다음 Trypsin으로 다시 작게 잘라 RNA 결합 부위 주변의 펩타이드를 동정하거나, UV 공유결합
형성 이후 RNA 분자가 달려 있어 동정되지 않는 펩타이드를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접근
방법들은 펩타이드에 결합한 RNA 분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간접적이고, 또 해상도가 펩타이드 수준으로
낮다는 한계를 지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능한 펩타이드-RNA 질량 조합을 데이터베이스로 한
펩타이드-RNA 결합체 질량분석을 통해 아미노산 수준 해상도의 RNA 결합 자리(RNA binding site,
RBS)를 동정해 내는 기법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 기법은 동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작아, 수십-수백 개의
RBS만을 찾는 데에 그쳤다(그림 1).

[그림 1] 단백질체 수준의 고성능 RBS-ID.
a, RBS-ID실험 과정 모식도.
b, 불산에 의해 분해된 RNA의 역상 액체크로마토그래피 UV 흡광도.
c, MODa를 이용한 전체 RNA-RBS의 open search 결과.
d, RBS-ID와 기존 연구들 간 비교.
e, RBS-ID에 의해 동정된 전체 RNA-RBS 및 mRNA-RBS 개수.
f, RBS를 가진 단백질 중 기존에 알려진 RBP의 비율.

펩타이드-RNA 결합체 질량분석 기법의 동정 범위가 작은 이유는, 펩타이드에 결합한 RNA를 핵산
분해 효소를 사용해 불완전하게 분해했기 때문이다. 핵산 분해 효소는 그 분자 구조 상 펩타이드에 UV
공유결합한 RNA를 단량체로 완전히 분해해낼 수 없다. 이렇게 불완전한 RNA 분해는 수백 가지 다른
종류의 RNA 다량체를 펩타이드에 남기게 되는데, 이는 RBS 동정을 위한 질량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단량체가 아닌 RNA 분자는 MS2 단계 이전에 온전히 남아있지 못해서, 펩타이드
내 RBS의 위치를 조각난RNA 분자 질량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질량분석을 이용해 RBS를 동정하기 위해서는 펩타이드에 UV 공유결합한 RNA를 단량체로 완전히
분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RBS-ID, 즉 RNA를 특이적으로 분해하는 화학 물질을 이용해, 약 2000여개의
RBS를 아미노산 수준의 해상도로 동정해 내는 질량분석 기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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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불산을 이용한 RNA의 완전한 화학적 분해
불산은 DNA의 인산다이에스터 결합과 페타이드에 결합한 인산을 분해하기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이 불산을 이용하면 RNA를 완전히 분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먼저 RNA의 인산다이에스터
결합이 불산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는지 확인하였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AUGC-반복 서열 RNA와 세포
추출 RNA에 각각 불산을 처리한 후, 생성 물질을 역상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검출하였다(그림
1b). 불산은 RNA를 퓨린 뉴클레오사이드와 피리미딘 염기로 완전히 분해하였다. 이에 더해 세포 단백질에
Trypsin을 처리해 형성된 펩타이드들이 불산에 의해 분해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불산이
RNA만을 특이적으로 분해하는 동시에 펩타이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연구진은 불산이 펩타이드에 UV 공유결합한 RNA의 인산다이에스터 결합을 모두 분해하여
단량체로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그림 1a). 이를 위해 우선, HeLaT 세포(TUT4 유전자가 제거된
HeLa 유래 변형 세포주)에 UVC(254 nm)를 조사해 RNA와 RBP 간 UV공유결합을 형성하였다. 세포
용해 및 Trypsin 처리 후, 펩타이드-RNA 결합체를 실리카를 이용하거나(전체 RNA-RBS) 혹은 oligod(T) bead를 함께 이용해(mRNA-RBS) 추출하였다. 이후 추출한 펩타이드-RNA 결합체에 불산을
처리한 후 그 생성물을 질량분석을 이용해 검출하였다. 이후 UV 공유결합한 불산 처리 RNA 분자가
만드는 펩타이드의 전체 질량 변화를 두 가지의open search파이프라인(MODa, MSFragger)을 이용해
확인하였다(그림 1c). 그 결과 uridine에 해당하는 질량 변화가 뚜렷하게 확인되었으며, ribose의 insource neutral loss에 의해 형성되는 uracil또한 확인하였다. 이는 UVC가 염기 U와 RBP간의 공유결합을
유도한다는 기존의 보고들과도 일치한다. 또한 고무적으로, RNA의 불완전 분해에 의한 중간 산물에
해당하는 질량 변화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불산이 펩타이드에 UV공유결합한 RNA를, 공유결합은
유지한 채 uridine 단량체만 남기고 모두 분해한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이에 더해, uridine이 두 개 이상
결합한 펩타이드는 open search 혹은 MS-GF+를 이용한 closed search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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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실험 조건에서 펩타이드에 단 하나의 염기 U가 결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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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폭 향상된 동정 범위를 가진 단백질체 수준의RBS 동정
펩타이드 UV 공유결합 RNA 질량이 Uridine 분자 하나로 극히 단순화됨으로써, RBS 동정을 위해
사용되던 질량분석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이는 RBS 동정의 범위, RBS 위치 특정의
정확도, 그리고 펩타이드-RNA 결합체의 검출 한계 또한 대폭 향상시켰다. 이를 토대로 전체 RNARBS 및 mRNA-RBS 데이터를, uridine을 단 하나의 가변 질량 변수로 사용한 MS-GF+ closed search로
분석하였다. Uridine이 결합한 펩타이드들을 찾은 후, RBS 위치 특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펩타
이드별로 검출 횟수가 가장 높은 RBS만을 취하였다. 종합적으로, 642개의 단백질 내 1,970 개의 RBS를
아미노산 수준의 해상력으로 동정할 수 있었다 (그림 1d-f). RBS위치 특정은 이전 연구에서 동정한
RBS와 대부분 일치(24/25)할 정도로 정확하였다. 이에 더해 RBS-ID는 기존 연구들에 비해 RBS 및
해당 단백질의 동정 범위가 대폭 향상되었다 (그림 1d). 이러한 RBS-ID의 장점들은 질량분석 데이터
베이스 크기의 최소화에 따른 오탐 및 미탐의 감소로부터 비롯한다. 또한, RBS-ID에 의해 동정된 RBS
들은 MS1 정량에 있어 뛰어난 재현성을 나타내, 다시금 RBS-ID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RBS가 동정된 단백질 중 533 개 (83%)가 UniprotKB에서 기존에 확인된 RBP들이었다. 그렇지 않은
단백질들은 핵산 결합, 리보솜, 번역 등의 Gene Ontology (GO) term을 가져 새로이 발견된 RBP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또, 전체 RNA-RBS에서만 동정된 RBS들은 리보솜과 연관된 단백질들에서
검출된 반면, mRNA-RBS에서의 RBS들은mRNA splicing과 연관된 단백질들에서 특이적으로 검출

되었다. 또한, 많은 RBS들은 기존에 연구에서 검출한 RNA 결합 부위 내에서 동정되었을뿐더러, RRM,
KH, helicase, zinc finger등 RNA에 결합하기로 알려진 도메인에 위치하였다(그림 2a). 예를 들어,
PABPC1 단백질 내에서는 세 RBS가 뚜렷이 관찰되었고, 이들은 효모의 Pab1에서 구조적으로 RNA를
인지하는 아미노산과 대응하였다. 세 RBS들은 RRM1 및 RRM2에 폴리-A 염기 서열에 대한 특이성
낮은 RRM3 및 RRM4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해당 RBS들이 A가 아닌 다른 염기와 결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2] 동정된 RBS의 부위 및 자리 수준 분석.
a, RBS가 동정된 부위 특성 분석.
b, 부위 특성이 알려지지 않은 RBS중 RBP에 있는 것의 비율.
c, TDP-43 및 PRKDC에서 검출된 RBS.
d, RBS 아미노산 빈도.
e, RBS이거나 그렇지 않은 아미노산의 PTM 자리 비율.

주목할 만하게도, 적잖은 수의 RBS들은 RNA 결합 부위로 알려지지 않은 위치에서 동정되었다(그림
2a). 그런데 이러한 RBS들의 90% 이상은 기존에 RBP로 알려진 단백질에 있었다(그림 2b). 예컨대
TDP-43 단백질에서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발병의 주요 요인인 비구조 부위에 RBS가 확인되었다
(그림 2c, 좌측 패널). 또, DNA 복구에 중요한 인산화 효소인 DNA-PK 복합체의 효소 부위 단백질인
PRKDC에서는 N-말단 부근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부위에서 RBS가 검출되었다(그림 2c, 우측 패널).
이 RBS를 통한 RNA 결합이 DNA 복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면 흥미로울 것이라 예상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데이터는 새로이 동정한 RBP와 RBS의 기능 및 메커니즘 연구에 있어 유용한 시작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BS로 동정된 빈도가 높은 아미노산들은 순서대로 Cys, Tyr, Trp, Phe, 그리고 Met, His, Arg이었다
(그림 2d). 이들은 주로 RNA 염기와 상호작용하기로 잘 알려졌거나(Trp, Tyr, Phe, Arg) 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황 원자, 방향족 고리, π-결합), UV에 의한 공유결합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아미노산들이다. 이 중에서 Cys의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closed search 과정에서
U 염기 결합과 carbamidomethylation을 주의 깊게 구분하였기 때문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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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S-ID의 아미노산 수준의 해상력은 기존의 번역 후 변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PTM)
자리들과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같은 아미노산에 대해 RBS인 것들은 RBS가 아닌 것들에 비해
알려진 PTM 자리들(Ser/Thr/Tyr 인산화, Lys 메틸화, Arg 아세틸화)과 더 많이 겹쳤다(그림 2e). RBS에
PTM이 형성되면 RNA 결합 능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PTM은 RNA-단백질 결합 및
상호작용의 조절 코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RBS-ID에서 동정한 HuR 단백질의 PTM
자리인 Y200이 인산화되면, RNA에 대한 결합력이 변화한다는 이전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KHUPO Webzine

3. Streptococcus pyogenes Cas9 (spCas9) RNA-단백질 결합체를 이용한 RBS-ID의 검증
단백질체 전반에서의 RBS 동정에 이어, RBS-ID 기법을 single guide RNA (sgRNA)와의 결합체 구조가
규명된 spCas9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정제한 spCas9 단백질과 sgRNA를 시험관 내에서 결합시킨 후
RBS-ID를 이용해 spCas9의 RBS를 동정한 결과, 84개의 RBS를 동정할 수 있었다(그림3a). 이 RBS들은
spCas9구조 상에서 sgRNA와 결합하는 표면을 따라 분포하였다(그림 3b). 이를 통해 RBS-ID의 정확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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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능적 중요성을 가진 spCas9 RBS 규명.
a, spCas9에서 동정된 84개 RBS.
b, RBS가 표시된 spCas9-sgRNA 결합체 구조(PDB 4ZT0).
c, 정상 또는 돌연변이 spCas9 단백질 발현 후 T7EI 분석.
d, 정상 또는 돌연변이 spCas9 단백질 발현 후 GFP 발현 감소량.

더 나아가 spCas9 RBS의 기능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RBS (Y450, R919)에 Ala 돌연변이를
주었다. spCas9-sgRNA 결합체 구조에서 두 RBS 모두 sgRNA와 DNA가 결합하는 부위 근처에 있었고,
Y450만 sgRNA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규명되어 있었다. 먼저 green fluorescence protein (GFP)을
발현하는 HEK293E 세포주에 정상 또는 돌연변이 spCas9 단백질과 GFP 유전자에 결합하는 sgRNA를
발현시켰다. 그 다음, spCas9에 의한 유전자 조작 빈도를 T7EI 분석 기법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고무적으로, 돌연변이들은 정상 spCas9에 비해 더 낮은 조작 빈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c). 이에 더해
같은 조건에서 세포들의 GFP 발현량 감소도 측정해 본 결과, 돌연변이 spCas9의 유전자 조작 효율이
정상에 비해 더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은 RBS-ID에 의해 검출된 두 RBS들이 spCas9의
유전자 조작 기능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토의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RNA의 화학적 분해를 이용해 RBS 동정 기법을 정립하였다. 불산은 펩타이드에
결합한 RNA를 단량체로 완전히 분해함으로써, 핵산 분해 효소를 사용하는 기존 기법들이 가지던 주요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이는 RBS 동정 범위를 넓혀 수천 개의 RBS를 정확하게 동정해낼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BS-ID의 성능을 단백질체 및 개별 단백질 수준에서 모두 보여준다. 전자에 있어,
RBS-ID는 RBS 동정을 통해 600 여 개의 RBP의 기능적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단백질체
수준의 RBS 동정 범위는, 개선된 초고분해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의 접목과 시료 양의 증대를 통해
더욱 확대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이에 더해, RBS-ID는 시험관 내 RNA-단백질 결합체 혹은 세포
시료로부터 면역 침전된 단백질 등 개별 단백질의 RBS를 심도 있게 파헤칠 때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연구자의 관심이 있는 RNA-단백질 결합체의 연구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RBS-ID는 RNA-단백질 결합체의 재형성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면역 침전
기법 등 비특이적 및 일시적 결합에 의한 오탐의 위험이 높은 방법과 달리, RNA 결합 여부를 uridine의
질량을 검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 새로운 기법은 RNA-단백질
결합체의 재형성을 정량적 정보를 이용해 연구할 수 있는 틀로서 작용할 수 있다. 비록 서로 다른 RBS
간의 양 비교는 UV 공유결합 형성 및 펩타이드 이온화 효율이 서로 달라 어려울 수 있으나, 다양한
생물학적 조건에서 한 RBS의 정량적 비교는 가능하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정량 수치로서 이온 검출
횟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MS1 정량이나 동위 원소 표지법 등을 이용하면 더욱 정확한 정량을 할 수
있다. 즉, RBS-ID는 오탐이 적고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RNA-단백질 결합체의 재형성 연구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에 더해 RBS-ID는 다른 기법과 유연하게 접목하여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가 아닌
다른 염기에 결합하는 RBS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6-thioguanidine과 같이 파장이 긴 UV에 의해 공유결
합을 이용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RBS-ID의 작용 원리를 이용해 DNA에 결합한 단백질의
DNA 결합 자리를 동정할 수도 있다. 이는 전사, 후성유전학적 조절, 또는 DNA 복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보적 DNA 조각을 이용해 특정 RNA-딘백질
혹은 DNA-단백질 결합체를 침전시킨 후 RBS-ID를 수행하면 그 결합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RBS-ID는 핵산과 단백질의 결합 및 상호작용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술로
작용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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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한국뇌연구원 퇴행성 뇌질환 연구그룹, 질량분석기반 오믹스 및 신경대사 연구실

▣ 연구실 구성 및 연구배경

윤종혁
한국뇌연구원 퇴행성뇌질환 연구그룹

▣ 연구관심분야

이력
2008-2012 포스텍 생명과학과 박사
2014-2016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2016-2020 한국뇌연구원 선임연구원
2018-현재
2019-현재

한국단백체학회(KHUPO) 편집위원

* 질량분석기술 기반의 뇌질환 바이오마커/치료타겟 발굴 및
기전 연구
*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 변화 연구
* 뇌와 대사조직의 상호작용 기전 연구
* 약물의 뇌전달 유도 융합단백질 개발 연구

제10회 아시아오세아니아단백체학회
(AOHUPO) 조직위원

2019-현재

우리 연구실은 단백체학, 대사체학 등의 질량분석기술 기반 오믹스
기술을 이용하여 뇌질환의 바이오마커와 치료타겟 발굴 및 분자
기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정밀의학을 위한 동반
진단 가능성을 가진 분자 타겟 발굴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뇌, 근육조직, 지방조직을 포함한 대사조직은 다양한 신호전달
물질을 역동적으로 분비하고 소통하며, 상호 조절 작용을 통해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연구실은 세포 간, 조직 간의
신호전달 기전과 뇌와 대사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뇌연구원 퇴행성뇌질환

▣ 연구실 요약

연구그룹 그룹장
2020-현재

한국뇌연구원 책임연구원

KHUPO Webzine

▣ 연구진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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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체 특이적 오믹스와 PTM 오믹스 분석기술 구축을 통해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단백체 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기전 연구 진행중
* 병리생리학적 비정상 상태에 있는 뇌세포의 대사 기능 변화 연구
* 다차원 오믹스 기술을 이용한 치매의 뇌염증 타겟 발굴 및 분자
기전 연구 진행중
* 구축된 단백체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암단백유전체사업 뇌종양
단백체 정보 확보중

▣ 구축 장비 (2대)

[그림 1] Thermo Scientific Q-Exactive Plus Hybrid Quadrupole-Orbitrap Mass Spectrometer

[그림 2] Bruker rapifleX MALDI Tissuetyper

▣ 구성원 소개
권양우 (박사급 연구원) : 뇌질환 동물모델 기전 및 줄기세포 연구
조한슬 (석사급 연구원) : 뇌세포의 대사기능 변화 연구
배성원 (석사급 연구원) : 퇴행성 뇌질환 오믹스 분석 및 분자 기전연구

[그림 3] 랩구성원 사진 (왼쪽부터 윤종혁, 권양우, 조한슬, 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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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프로테옴 관련 주요 행사
10th Asia-Oceania Human Proteome Organization Congress

•일 정 : 2021년 6월 30일(수)~7월 2일(금)
•장 소 :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웹사이트 : http://www.aohupo2020.org/main/main.php

19th Human Proteome Organization World Congress

•일 정 : 2021년 10월 24일(일)~28일(목)

KHUPO Webzine

•장 소 : 스톡홀름,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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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https://hupo2021.org/

한국단백체학회(KHUPO) 소식
1) 2020 동계 워크숍 개최 결과

학회는 2020년 1월 14일(화)~15일(수) 양일에 걸쳐 부산 벡스코에서 동계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조제열 회장(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이하 여러 임원·위원들이 참석하여 제10회 AOHUPO 개최 장소
답사 및 개별 연구 내용에 대한 발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 제10회 AOHUPO 일정 연기
올해 7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0회 아시아-오세아니아 단백체학회의 일정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래와 같이 연기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다수가 모이는 국제 행사 개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여러 조사와 의견을 수렴한 후 일정 연기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세 업데이트 내용은
곧 공지될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일자

2020년 7월 2일(목)~4일(토)

2021년 6월 30일(수)~7월 2일(금)

장소

부산 BEXCO

부산 BPEX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3) 제20회 KHUPO 학술대회 개최 안내
행사명

제20회 KHUPO 학술대회

일

자

2020년 9월 14일(월)~15일(화)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주

최

한국단백체학회

상세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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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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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납부를 통해 기금위원회에서는 2020년까지 2억원의 발전기금 조성을 목표로 회원 여러분들의 기부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학회 발전기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회원 분들께서는 학회 사무국(admin@khupo.org, 02-393-8328)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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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진

인제대학교

이철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강상원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홍희

서울대학교

윤종원

대구대학교

하권수

강원대학교

권경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찬화

고려대학교

류성언

한양대학교

서판길

POSTECH

5) 회무보고 (2020년 1월 ~ 6월)
■ 제10기 1차 운영위원회의 및 7차 AOHUPO 조직위원회의
● 일 시 : 2020년 1월 14일(화) 15:30
● 장 소 : 부산 센텀스카이비즈 A동 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조제열, 이진환, 김진영, 김민식, 김광표, 안현주, 이태훈, 김병규
● 토의 및 의결사항
- AOHUPO 세션 구성
- AOHUPO Floor Plan
- Public Lecture
- 기타 행사
- 예산, 스폰서안
- Travel Award
- 등록 및 초록 접수 현황

■ 제10기 2차 운영위원회의 및 8차 AOHUPO 조직위원회의
● 일 시 : 2020년 2월 26일(수) 16:00
● 장 소 : Skype 화상 회의로 대체
● 참석자 : 조제열, 이진환, 이유진, 김진영, 김민식, 김영혜, 이준석, 유병철, 김병규, 박종배
● 토의 및 의결사항
- 2019년도 감사 결과
- AOHUPO 2020 일정 연기
- AOHUPO Program at a Glance, Plenary Lectures, Symposia
- AOHUPO 등록 및 초록 접수 현황
- Floor Plan 및 예산안
- 스폰서안
- 대한암학회 Joint Symposium

■ 제10기 3차 운영위원회의 및 9차 AOHUPO 조직위원회의
● 일 시 : 2020년 3월 30일(월) 19:00
● 장 소 : Zoom 화상 회의로 대체
● 참석자 : 조제열, 이진환, 김진영, 김민식, 김영혜, 안현주, 박강식, 윤종혁
● 토의 및 의결사항
- AOHUPO EC 미팅 결과
- 사무국 재정
- AOHUPO 준비 현황
- 벡스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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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기 4차 운영위원회의 및 10차 AOHUPO 조직위원회의
● 일 시 : 2020년 4월 20일(월) 19:00
● 장 소 : Zoom 화상 회의로 대체
● 참석자 : 조제열, 이진환, 한진, 이유진, 김진영, 김민식, 안현주, 김재호
● 토의 및 의결사항
- 10th AOHUPO 일자 및 장소
- C-HPP 러시아 미팅
- 10th AOHUPO 재정
- 온라인 학회
- 웹진 32호 발행

KHUPO Webzine

■ 제10기 5차 운영위원회의 및 11차 AOHUPO 조직위원회의
● 일 시 : 2020년 5월 25일(월) 19:00
● 장 소 : Zoom 화상 회의로 대체
● 참석자 : 조제열, 이진환, 이철주, 김진영, 김민식, 박종배
● 토의 및 의결사항
- 제 20회 KHUPO 연례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
- 10th AOHUPO 일정 및 장소 변경에 따른 해외연사 섭외
- KHUPO 연례학술대회 및 AOHUPO 후원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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