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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함께여서 더욱 즐거운 한국단백체학회 회원 여러분!

날씨는 추워지는데 가슴은 더욱 뜨거워지는 겨울입니다.
올겨울은 참담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접하는 국정농단
사태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실 걸로 여겨집니다. 괴담이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이 그저 꿈만 같고 분노는 어찌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많이
박병철
한국단백체학회 회장

놀라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빨리 상식과 이성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올 3월 말 대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던 한국단백체학회 16차 국제 학술대회와 7월 강원도
평창에서 성황리에 마친 여름정기 학술대회에 성원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처 초과인원을 예측하지 못해 불편을 드렸던 점은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두 번의 학술대회에서 함께 모여서 열띤 토론과 그동안 미뤘던 회포를 풀고 오랫동안 실험실에만 갇혀
있던 답답한 마음도 달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많은 일을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행사를 같이 준비해주신 운영위원분들이 한분씩 떠오
릅니다. 마음으로만 담기에는 너무 고맙고 미안합니다. 빚을 크게 졌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올겨울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하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건강을 각별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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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연구논문 소개

바이오전자코

송 현 석

1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바이오융합분석본부 질환표적기능연구팀

서론
2004년 미국의 Buck과 Axel이 분자수준에서 후각 인지 메커니즘 연구의 발판을 마련한 공노로 노벨
의약 및 생리화학상을 수상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후각에 대한 기초연구와 산업적 응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 다른 감각에 비해 이해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 공기 중에 냄새를 가지고 있는 휘발성
냄새 분자가 후각 상피 세포를 자극하고 후각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후각수용체에 결합함으로서 후각 인지
신호가 발생한다. 인간은 약 390개가량의 후각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후각수용체는 각각의 냄새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후각수용체와 냄새분자와의 선택적인 결합에 의해 후각 신호가 발생하고
이는 뇌에서 조합되어 최종적으로 후각을 인지하게 된다. 인간이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는 냄새의 종류는
약1만 가지 종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각에 관련된 산업은 식품, 환경, 의학, 향료 등 매우 다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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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론
1. 바이오전자코의 개념
냄새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자코 (electronic nose)가 활용되고 있다. 전자코는 어레이 타입의 고분자
또는 금속 재질 검지부에 냄새 분자가 흡착할 때 발생하는 신호를 패턴화 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냄새를
구별하고 측정한다. 현재의 전자코 기술로 냄새 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제한된 선택도와 민감도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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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정량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인간의 후각 시스템을 재현하지 못한다.
이러한 전자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바이오전자코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전자코는 인간 후각 수용체 또는 인간 후각 수용체를 포함하는 세포와 센서 플랫폼을 결합하여 인간 후각
수용체와 냄새 분자와의 결합을 센서 플랫폼이 감지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바이오전자코는 이종세포에서
생산한 인간 후각 수용체 또는 인간 후각 수용체를 포함하는 세포를 직접 검지부로 활용하므로 인간의
후각 시스템을 매우 비슷하게 모방 할 수 있다. 또한 인간 후각 수용체는 냄새분자에 대한 선택도가 매우
높고 민감도가 우수한 센서 플랫폼을 활용하면 선택도와 민감도가 우수한 바이오전자코의 개발이 가능하다.

2. 후각 수용체 생산
후각 수용체는 후각 신경세포의 막에 발현되며 G 단백질 연결 수용체 (G protein-coupled receptor;
GPCR)군에 속하는 막단백질이다. 세포막을 7번 통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수성 성질이 매우 강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이종세포 (Heterologous cell system)에서의 발현 및 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재조합 단백질의 대량생산에 많이 활용되는 대장균 시스템에서는 발현이 극히 어렵다. 그러나 최근
박테리아 발현용 벡터, 배양조건 등의 최적화를 통하여 대장균 시스템에서 후각 수용체를 포함하는
GPCR의 발현이 가능해졌다. 인간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박테리아 발현용
벡터에 삽입하고 대장균을 이를 이용해 형질 전환 한다. 그리고 최적화된 배양 시간, 온도, 발현 유도 조건
으로 후각 수용체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고 이로부터 후각 수용체 단백질을 분리 정제하고 지질막에
재접힘을 유도하는 기술이 확립되었다.
후각 수용체는 세포막에 삽입되어 발현되기 위한 신호 서열(signal sequence)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세포의 경우 세포막 표면에 후각 수용체를 발현하기 위해서 후각 수용체 N-말단에 시각 수용체
로돕신의 신호 서열을 유전자 수준에서 삽입하여 세포막에 발현시키는 방법이 잘 정립되어 있다. 동물세포
발현 시스템 중 GPCR 매개 신호 전달을 위한 신호 매개 단백질들이 이미 발현되어 있는 세포 시스템에
후각 수용체 단백질을 세포막에 발현 시키면 후각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 내 후각 신경 신호를
모사하는 인공 후각 세포의 제조가 가능하다.
3. 센서 플랫폼과 후각 수용체와의 결합을 통한 바이오전자코의 개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이오전자코는 후각 수용체 단백질과 센서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 개발 된다.
바이오전자코 개발은 후각 수용체 단백질만을 대장균 시스템에서 발현하고 분리 정제하여 이용하는 단백질
기반과 후각 신경 신호를 모사하는 인공 후각 세포를 이용하는 세포기반이 있다. 단백질 기반 바이오전자코는
후각 수용체와 냄새물질과의 결합을 직접 센서 플랫폼이 검지함으로써 작동하고, 세포기반은 인공 후각 세포
표면에 발현되어 있는 후각 수용체와 냄새분자와의 선택적 결합에 의해 일어나는 세포 내 신호전달을 측정
하여 작동한다.
이전 연구들에서 바이오전자코 개발에 광학 센서인 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기계적 센서인
Quartz crystal microbalance (QCM) 그리고 전기 화학 센서 Micro-electrode array (MEA) 등이 활용
되었다. 이러한 센서 플랫폼들을 활용한 바이오전자코들은 냄새 분자에 대해 우수한 선택도를 보였으며
검지한계는 마이크로몰 (μ
M) 수준 이었다.
최근 나노소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민감도가 매우 뛰어난 나노소재기반 센서 플렛폼의 제조가
가능해졌다. 민감도는 우수하지만 생물학적 시료의 검지에 있어 선택도가 낮은 나노소재기반 센서에 항체,
효소, DNA 등을 결합하여 바이오센서를 개발하는 연구가 널리 진행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나노소재기반
센서에 후각 수용체를 결합하여 나노바이오전자코의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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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주로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 전도성고분자나노튜브 (conducting polymer
nanotube; CPNT) 그리고 그래핀 (graphene )기반의 전계효과트랜지스터 (field-effect transistor;
FET) 센서가 바이오전자코의 개발에 활용되었다. 이러한 나노소재기반의 FET 센서 플랫폼은 목표 물질을
펨토몰 수준까지 검지 할 수 있는 매우 낮은 검지한계를 가지고 있어 민감도가 매우 우수하지만 바이오센서에
적용하기엔 바이오물질에 대한 선택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바이오전자코의 개발에서 선택도가 우수한
후각 수용체를 검지부로 이용함으로써 나노소재기반 FET 센서의 선택도를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민감도와
선택도가 모두 우수한 바이오센서의 개발이 가능하다.
CNT 기반 센서 플랫폼과 인간 후각 수용체를 결합한 형태의 바이오전자코를 개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바이오전자코에 나노 소재 기반 센서 플랫폼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반도체 공정을 통하여 전극 사이에 CNT가
채널을 이루는 센서를 제작하고 CNT채널에 대장균 시스템에서 인간 후각 수용체 단백질을 생산(그림 1 a)
하여 고정화 하였다. 후각 수용체를 포함하는 GPCR군의 막단백질들은 라이간드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면
단백질의 삼차원 구조가 바뀌고 단백질 전체의 전하가 음성으로 바뀌는 특성이 알려져 있다. 후각 수용체
단백질이 고정화된 CNT 채널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냄새 물질과 후각 수용체의 결합에 의해
생긴 전하량의 변화가 전류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전극 사이의 전류 흐름을 관찰하면 후각
수용체와 냄새물질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b) 이러한 원리로 CNT 기반 바이오전자코가 작동하여
화학적 구조가 서로 매우 유사한 냄새분자들 중 (그림 1c) 에서 목표 냄새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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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원자 1개까지 구분할 수 있는 높은 선택도와 1 피코몰 수준의 검지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림 1d)

[그림 1] (a) 인간 후각 수용체 단백질 (hOR2AG1)의 과발현을 확인한 western blot 이미지
(b) 후각 수용체 단백질이 고정화된 CNT기반 센서 플랫폼 (c) hOR2AG1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냄새분자 Amyl
Butyrate (AB)와 화학적 구조가 매우 유사한 다른 냄새분자들의 화학구조식
(d) 각 냄새분자 자극에 의한 CNT기반 바이오전자코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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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T 기반의 센서 플랫폼의 경우는 후각 수용체를 공유결합으로 고정화 하였다. (그림 2 a, b) CNT
기반 바이오전자코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였으며 냄새분자 검지에 있어서 높은 선택도와 펨토몰 수준의
검지 한계를 보였다. (그림 2 c) 또한 그래핀 기반 센서를 활용한 바이오전자코는 같은 인간 후각 수용체를
고정화하여 (그림 2d) 높은 냄새분자 검지에 높은 선택도를 보였으며 펨토몰 이하의 매우 높은 민감도를
보여 주었다. (그림 2e)

[그림 2] (a) CPNT 기반 센서에 공유결합으로 인간 후각 수용체(hOR2AG1)를 고정화한 바이오전자코의 모식도
(b) 후각 수용체 단백질이 고정화된 CPNT의 전자현미경 이미지
(c) 각 냄새분자 자극에 의한 CPNT기반 바이오전자코의 신호
(d) 그래핀 기반 센서에 후각 수용체 단백질이 고정화된 바이오전자코의 모식도와 전자현미경 이미지
(e) 각 냄새분자 자극에 의한 그래핀기반 바이오전자코의 신호

후각 수용체 단백질을 검지부로 활용하는 단백질 기반 바이오전자코 외에 후각 수용체 단백질을 발현하는
인공 후각 세포를 검지부로 활용하는 세포기반 바이오전자코의 개발도 시도 되었다. SPR과 MEA를 이용
하여 인공 후각 세포에서 후각 수용체 매개 신호 전달에 의해서 생기는 세포 내 양이온 유입을 측정함으로써
냄새 분자와 후각 수용체의 선택적 결합을 검지한 예가 있다. 그러나 나노소재기반 센서 플랫폼을 활용한
세포기반 바이오전자코에서 인공 후각 세포를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수 마이크로 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 나노소재에 비해서 그 크기가 매우 크고 세포가 대사를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내는 신호들이 민감도가
뛰어난 나노소재 기반 센서에 매우 큰 잡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노소재 기반 센서 플랫폼을 활용한 세포기반 바이오전자코의 개발에 인공 후각 세포 유래 나노베지클을
생산하여 주로 사용한다.
후각 수용체를 발현하여 후각 수용체 단백질 매개 후각 신호전달이 일어나는 인공 후각 세포에 세포
골격을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약물을 처리하고 세포를 강하게 흔들면 세포막의 일부분이 출아
(budding)하여 100~150 nm 정도 크기의 나노베지클들이 생산 된다. (그림 3a) 나노베지클들은 후각
수용체와 신호 매개 단백질들이 일부 포함되어 인공 후각 세포에서 일어나는 후각 수용체 매개 신호전달이
유사하게 일어나고 크기가 나노미터 수준으로 나노소재기반 센서 플랫폼에 고정화가 용이하다. (그림 3b)
또한 세포에 비해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나노베지클을 CNT기반 센서 플랫폼에 고정화하여
냄새 분자와 후각 수용체 단백질과의 결합에 의한 칼슘 이온 유입 신호를 측정하였다. (그림 3c) 나노
베지클을 활용한 바이오전자코도 단백질 기반 바이오전자코와 유사하게 높은 선택도와 민감도를 보였다.
(그림 3d) 나노베지클 기반 바이오전자코는 단백질 기반 바이오전자코에 비해 세포내 신호전달을 관찰할 수
있어 인간 후각 시스템을 더 잘 재현하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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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후각 수용체 단백질이 포함된 나노베지클의 전자현미경 이미지
(b) 후각 수용체 단백질과 냄새분자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칼슘 이온유입을 CNT기반 센서로 검지
(c) 각 냄새분자 자극에 대한 나노베지클이 고정화된 CNT 기반 바이오전자코의 신호

KHUPO Newsletter

4. 다채널 바이오전자코의 개발
인간은 약 390종의 기능을 하는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후각 수용체와 냄새분자의 선택적 결합에
의해 생기는 후각 신호들이 후각 신경세포를 통해 후각 신경구 (olfactory bulb)에 모이게 된다. 후각 신경구
에서 후각 신호들의 조합이 일어나고 뇌에서 조합된 후각신호가 인식되어 냄새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인간
후각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최근 다채널 바이오전자코가 개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다채널 바이오전자코의 개발을 위해 그래핀 기반 다채널 FET 센서플랫폼을 제작하고 각 채널에 후각
수용체 단백질들을 공유결합으로 고정화 하였다. 각 채널에서 후각 수용체와 냄새분자의 결합에 의해 생기는
신호를 분석하여 코드화 하였다. 다채널 바이오전자코의 각 단계는 인간 후각 시스템의 각 단계를 재현한다.
(그림 4a) 후각 수용체가 고정화된 각 채널에서 목표 냄새분자에 대한 높은 민감도와 선택도를 보였으며
(그림 4b)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냄새분자에 의한 신호들을 측정하였다. 각 채널에서 측정된 신호들은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통해 후각 신경 신호 코드를 생성하였다. (그림 4c) 이 후각
신경 코드는 후각 신경구에서 일어나는 후각 신호 조합을 재현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림 4] (a) 인간 후각 시스템의 해부학적 구조와 각 후각 인지 단계를 재현하는 다채널 바이오전자코의 모식도
(b) 다채널 바이오전자코의 한 채널에서 측정된 각 냄새분자의 자극에 대한 신호
(c) 다채널 바이오전자코에서 측정된 신호를 기반으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얻은 인공 후각 신호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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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바이오전자코는 냄새분자의 검지에서 높은 민감도와 선택도 뿐 아니라 인간의
후각 기능을 잘 모방한다. 바이오전자코에 대한 연구 개발은 학문적 가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 적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환자 특이적인 냄새의 분석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식품의 신선도
측정, 환경 감시, 폭발물 탐지 등에 바이오전자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채널 바이오전자코의 개발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화학적 감각인 후각의 코드화를 가능
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표준 냄새 물질을 개발하고 다채널 바이오전자코를
이용하여 인간 후각 신경신호의 디지털화가 가능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간 후각 신경신호의 송수신 및
향기 나는 TV와 같은 미래기술에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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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융합기술연구본부 분자인식연구센터

▣ 연구실 구성 및 연구배경
생명체가 질병 상태로 진입하거나 이를 제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약물이나 천연물 복합제등을 투여하였을 때 생체는 이에 반응하여
내인성 단백질이나 대사체에 변화가 일어난다. 메타볼로믹스
(metabolomics) 연구는 생체 내 반응의 최종산물이며 표현형
(phenotype)인 대사체의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질병이나 생체에
정 병 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융합기술연구본부
분자인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연관성을 분석하여 단백질 반응과 유전자 발현의 기능과 기전을
발굴한다.
본 연구실에서는 질량분석 (mass spectrometry analysis)을 이용한

학력
1988 약학사

투입된 xenobiotics에 대한 생체변화를 감지하고 연관된 효소와의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1990 약학석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000 약학박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metabolomics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질환의 진단 또는 약물과
천연물의 대사체 동정 및 대사경로 발굴, 약효와 독성예측을 위한
대사체 바이오마커의 발굴 및 metabolite profiling과 관련

경력
2003~200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2004~2005 Post Do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 센터장

2012~201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센터장
2006~2015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부교수
2016~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수

enzyme assay에 의한 기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1명의 책임연구원, 1명의 선임연구원, 3명의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그리고 2명의 석사/학사과정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C-tandem-MS, LC-orbitrap-MS, GC-MS의 질량분석
장비와 다양한 시료 전처리 장비를 보유 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및
장비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재단의 다양한
국책과제에 참여하여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질환 진단과 기전연구를 위하여 대학병원
의료진과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다수의 대사체
분석 방법 개발, metabolomics 및 DMPK (Drug Metabolism
and pharmacokinetics)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질량분석기에
기반을 둔 대사체 분석방법, 질환진단 기술 및 바이오마커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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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내용
1. Metabolomics 연구
본 연구실에서는 2000년대 중반 metabolomics의 도입 초기에 연구를 시작하여 두 생체 시료간
대사체의 차이를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metabolomics 연구를 위한 분석방법과 통계
분석 방법을 지속적으로 set up하여 metabolomics와 lipidomics 분석 line, 지질 동정을 위한
phosphatidylcholine retention time index 및 targeted metabolomics를 위한 다수의 내인성 물질
정량 분석 방법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약물의 약효와 독성 예측, 질환 판별, 질환 진단 바이오마커
도출과 노화, 장내미생물 등의 생명현상에 대한 내인성 대사체의 변화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질량분석기 기반 대사체 분석 방법 개발
체내의 대사 변화를 검출하는 고전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은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내인성 대사체를
직접적으로 정량분석하여 비교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체내의
대사체군 (metabolome)을 정량분석하는 방법을 LC-MS, GC-MS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있다.
혈장이나 뇨 중의 oxysterol, bile acid, amino acid의 정량분석방법을 개발하였으며, 100종 이상의
다종 대사체를 동시에 정량분석하는 방법을 set up 중에 있다.
3. DMPK연구
약물의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약물의 대사체를 동정하고 그 대사경로 파악 및 약물의 체내 동태를 파악
하는 것은 성공적인 신약개발과 약물 임상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축적된
질량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시판약물이나 신약개발 대상 약물에 대한 대사체 동정 (metabolite
identification), 대사경로 발굴 및 약물과 대사체에 대한 약동력학 (pharmacokinetics)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DMPK연구와 약물 투여에 의한 endogenous metabolic profiling의 변화 상관
성연구를 융합하여 metabolomics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4. Enzymology연구
약물의 효능 및 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생체내의 효소작용이다. 현재는 지질대사 경로에 관여
하는 HMG-CoA reductase, Fatty acid synthase, Phospholipase A2 등의 지질대사 관련 효소의
kinetics를 연구하고 있으며 약물 또는 약물의 대사체가 효소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연구하여 대사경로의
변화에 주목한다. 약물이 단일 물질이 아닌 천연물과 같은 혼합물일 경우, 복수의 유효 Target이 존재하며
혼합물의 효능과 독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신규 Target을 발굴하고 모델링 (docking studies), Enzyme
Kinetics, LC-MS/MS 기반 분석을 통한 효소 기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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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및 사업소개
•신약후보 물질 기능 검증 플랫폼 개발 및 작용 기전 발굴을 위한 metabolomics 연구
•Metabolomics 기반 천연물 복합제 유효성분 상호 작용규명 및 기능 도출 연구
•항암제 약동력학 및 대사체 발굴 연구
•대사효소 분석 신기술 연구
•Non targeted metabolic profiling platform 구축 및 다종 대사체 동시 정량 분석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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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연구 방향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기반을 두어 지속적으로 질환진단, 약효 독성 및 생체 기능 추적 관련 대사체
바이오마커를 도출할 것이며 생체 기능이나 물질에 적용된 나노 물질의 기능 분석, 대사체 바이오마커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단백질-나노물질 합성과 이를 기반으로 시료에서의 대사체분석 전처리 기법과
생체시료 내의 바이오마커 신호를 증폭하는 진단 기술의 개발 등의 바이오나노 융합연구를 시도할 계획
이다.

▣ 주요 업적
⊙ 논문
Gakyung Lee, Hyunbeom Lee, Jongki Hong, Soo Hyun Lee, Byung Hwa Jung*.Quantitative
profiling of bile acids in rat bile using ultra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orbitrap
mass spectrometry: Alteration of the bile acid composition with aging. J Chromatogr B

Analyt Technol Biomed Life Sci., 1031, 37-19 (2016)
Jong Min Choi, Won Sang Park, Kyo Young Song, Hwa Jeong Lee, Byung Hwa Jung*.
Development of simultaneous analysis of tryptophan metabolites in serum and gastric
juice-an investigation towards establishing a biomarker test for gastric cancer diagnosis.

Biomed. Chromatogr. doi: 10.1002/bmc.3773 (2016)
Ji-Eun Seo, Mahbub Hasan, Khandoker Asiqur Rahaman, Min Jung Kang, Byung Hwa
Jung, Oh-Seung Kwon*. A leading role for NADPH oxidase in an in-vitro study of
experimentalautoimmune encephalomyelitis. Mol. Immunol., 72, 19-27 (2016)
Ji-Eun Seo, Mahbub Hasana, Joon-Seung Hana, Min-Jung Kang, Byung Hwa Jung,
Seung-Ki Kwoke, Ho-Youn Kim, Oh-Seung Kwon. 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omyelitis and age-related correlations of NADPH oxidase, MMP-9, and cell
adhesion molecules: The increased disease severity and blood-brain barrier
permeability in middle-aged mice. J Neuroimmunol., 287, 43-53 (2015)
Kwi Young Kang, Soo Hyun Lee, Seung Min Jung, Sung-Hwan Park, Byung Hwa Jung*,
Ji Hyeon Ju*. Down regulation of tryptophan-related metabolomic profile in rheumatoid
arthritis synovial fluid. J. Rheumatol. 42, 2003-2011 (2015)
Hyun-A Oh, Donghak Kim, Soo Hyun Lee*, Byung Hwa Jung*. Simultaneous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celecoxib and its two metabolites using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in alternating polarity switching mode. J Pharm Biomed Anal. 25, 32-9 (2015)
Soo Hyun Lee, Sungha Park, Han-Soo Kim, Byung Hwa Jung*. Metabolomic approaches
to the normal aging process. Metabolomics, 10, 1268-129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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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Min Choi, Tae-Eun Kim, Joo-Youn Cho, Hwa Jeong Lee*, Byung Hwa Jung*.
Development of lipidomic platform and phosphatidylcholine retention time index for lipid
profiling of rosuvastatin treated human plasma. J Chromatogr B Analyt Technol Biomed

Life Sci., 944, 157-65 (2014).
Ji Hye An, Hwa Jeong Lee, and Byung Hwa Jung*. Quantitative analysis of
acetaminophen and its six metabolites

in

rat plasma using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Biomed Chromatogr. 26, 596-604, (2012).
Bhowmik Salil Kumar, Ji Hye Ana, Soo Hyun Leea, Byung Hwa Jung*. Alteration of Bile
Acid Metabolism in Pseudo Germ-Free Rats. Arch. Pharm. Res., 35, 1969-1977, (2012)
Bhowmik Salil Kumar, Bong Chul Chung, Oh Seung Kwon, Byung Hwa Jung*. Discovery
of common urinary biomarkers for hepatotoxicity induced by carbon tetrachloride,
acetaminophen and methotrexate by mass spectrometry-based metabolomics. J. Appl.

Toxicol. 2012 32(7), 505-20, (2012).
Soo Hyun Lee, Ji Hye An, Hyun-Mee Park, Byung Hwa Jung*. Investigation of endogenous
metabolic changes in the urine of pseudo germ-free rats using a metabolomic approach.

J. Chromatogr. B. 887?888, 8-18 (2012).
Soo Hyun Lee, Hyun Ok Yang, Hak Cheol Kwon, Byung Hwa Jung*. Identification of the
urinary metabolites of Glionitrin A in rats using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combined with quadrupole-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J. Chromatogr. B 906, 3340 (2012).
Salil Kumar Bhowmik, Byung Hwa Jung*. Analysis of plasma nucleotides in rat by
micellar electrokinetic capillary chromatography/electrospray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Rapid Commun. Mass Spectrom. 26, 1426-1436 (2012).
Soo Hyun Lee, Ji Hye An, Hwa Jeong Lee, and Byung Hwa Jung*. Evaluation of
pharmacokinetic differences of acetaminophen in pseudo germ-free rats. Biop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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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Dispos. 33, 292-303 (2012).
Lakshmi Devi Kandagaddala, Min-Jung Kang, Md. Mamunul Haque , Hye-Yeon Im , JiEun Seo, Bong Chul Chung, Byung Hwa Jung, Tucker A. Patterson, Oh-Seung Kwon. In
vitro screening of NADPH oxidase inhibitors and in vivo effects of L-leucinethiol on
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omyelitis-induced mice. J. Neurolo. Sciences, 318,
26-4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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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wmik Salil Kumara, Bong Chul Chung, Young-Joo Lee, Hong Jae Yi, Byung-Hoon
Lee and Byung Hwa Jung*.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based
simultaneous quantitative analytical method for urinary oxysterols and bile acids in rats.

Anal. Biochem., 408, 242-252 (2011)
⊙ 특허등록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 감별 진단에 활용 가능한 관절액 대사체 비율. 10-1614758 (한국, 2016)
대사체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심근경색 단계 판별 시스템. 10-1660328 (한국, 2016), 9354222 (미국, 2016)
트립토판 대사 변화를 이용한 위암 진단용 기초 정보 제공 방법. 1462206 (한국, 2014), 9304135
(미국, 2016)
소청룡탕의 품질 판별 및 품질 표준화 방법. 1607896 (한국, 2016)
면역력 저하 진단용 바이오 마커. 1341935 (한국, 2014)
글리신을 이용한 자궁골반탈출증 진단용 마커. 1054766 (한국 2011)
스타틴의 약효 및 간 독성 측정용 마커 및 측정방법. 1088615 (한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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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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Submission Deadline : April 5, 2017
- Early Registration Deadline : June 14, 2017

호주 APS : 22nd Annual Lorne Proteomics Symposium 2017

•일정 : 2017년 2월 2일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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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Mantra Lorne, Lorne, Victoria, Australia
•웹사이트 : www.australasianproteomics.org
•Important Dates
- Abstract Submission Deadline : November 11, 2016
- Early Registration Deadline : November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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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백체학회(KHUPO) 소식
1. 2017년도 제 17차 KHUPO 프로테오믹스 국제학술대회 개최 안내

학술대회명

제17차 KHUPO 프로테오믹스 국제학술대회
KHUPO 17th Annual International Proteomics Conference

일 시

2017년 3월 30일(목) ~ 31일(금) | MaxQuant Workshop 3월 29일(수)

장 소

KIST 국제협력관 컨벤션홀, 서울

주 제

Next Generation Proteomics

Website

2017.khupo.org
PROGRAMME

■ PLENARY LECTURE

Henry Rodriguez
(NIH, NCI)

Akhilesh Pandey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ann-Ghill Suh
(UNIST)

Eunjoon Kim
(KAIST)

■ SYMPOSIA (more to be invited)

Symposium 1 Extracellualr vesicle proteomics
Mar 30 (Thur)
Chairs: Yong Sonng Gho (POSTECH, Korea)
Sang Won Kang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SYM1-1) The functional proteome transportation via exosomes in the tumor microenvironment
Tong Wang (Jinan University,China)
(SYM1-2) Identification of Developmental Endothelial Locus-1 on Circulating Extracellular Vesicles
as a Novel Biomarker for Early Breast Cancer Detection
Moon-Chang Bae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Korea)
(SYM1-3)
In-San Kim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orea)
(SYM1-4) Exosome engineering for protein delivery via optogenetic approach
Chulhee Choi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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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2 Bioinformatics for quantitative omics
Mar 30 (Thur)
Chairs: Eunok Paek (Hanyang University,Korea)
J. Eugene Le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Korea)
(SYM2-1)
Juergen Cox (Max Planck Institute of Biochemistry, Germany)
(SYM2-2)
Daehee Hwang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orea)
(SYM2-3)
Namshin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gy,Korea)
(SYM2-4)
Emanuele Alpi (EMBL-EBI,UK)

Symposium 3 Comparative proteomics and genomics
Mar 30 (Thur)
Chairs: Dennis Kappei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Je-Yoel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Korea)
(SYM3-1) Phylointeractomics reconstructs functional evolution of protein binding
Denis Kappei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SYM3-2) Synaptic pathology of Alzheimer's disease: genomics and proteomics studies?
Hwan-Ching Tai (National Taiwan University,Taiwan)
(SYM3-3)
Hoo-Keun Lee
(SYM3-4)
Keun-Soo Kang (Dankook University,Korea)
(SYM3-4) CIS is a potent checkpoint in NK cell-mediated tumor immunity
Laura Dagley (Walter and Eliza Hall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 Australia)

Symposium 4 Chromosome-centric Human Proteome Project(C-HPP)
Mar 31(Fri)
Chairs: Young-Ki Paik (Yonsei University,Korea)
Min-Sik Kim (Kyunghee University,Korea)
(SYM4-1)
T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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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4-2)
Min-Sik Kim (Kyunghee University,Korea)
(SYM4-3)
Heeyoun Hwang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Korea)
(SYM4-4)
Seul-Ki Jeong (Yonsei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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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5 Mass spectrometry imaging for biomedical and pharmacological applications
Mar 31(Fri)
Chairs: Kwang Pyo Kim (Kyung Hee University,Korea)
(SYM5-1)
TBA
(SYM5-2)
TBA
(SYM5-3)
TBA
(SYM5-4)
TBA

Symposium 6 Recent advances in proteomic technologies from sample preparation to data analysis
Mar 31(Fri)
Chairs: Jong Shin Yoo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Korea)
Hyun Joo A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Korea)
(SYM6-1) Identification of Hypoxia-Induced Alternative Splicing Using Proteomics Approach
Pang-Hung Hsu (National Taiwan Ocean U,Taiwan)
(SYM6-2) Proteomic identification of kinase substrates.
Seisuke Hattori (Kitasato University,Japan)
(SYM6-3) Applications of proteome analysis and mass spectrometry to laboratory medicine
Fumio Nomura (Chiba University Hospital,Japan)
(SYM6-4) PTM Bioinformatics: from phosphoproteomics to proteogenomics
Yu Xue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China)
(SYM6-4) CIS is a potent checkpoint in NK cell-mediated tumor immunity
Laura Dagley (Walter and Eliza Hall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 Australia)
(SYM6-5) Redox proteomics in myocardial ischemia / reperfusion injury
Stuart Cordwell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 IMPORTANT DATE
Pre-registration Open

Feb 1, 2017

Abstract Submission Open

Feb 1, 2017

Pre-registration Deadline

Feb 28, 2017

Abstract Submission Deadline

Feb 28, 2017

On-site Registration

Mar 30-31, 2017

자세한 일정은 2017.khupo.org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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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KHUPO 하계 심포지엄 개최 결과
행사명

2016 KHUPO 하계 심포지엄

일 시

2016년 6월 30일(목) ~ 7월 2일(토)

장 소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근린생활동

주 최

한국단백체학회(KHUPO)

후 원

동일시마즈(주), 브루커

참가자

총 122명
Proteomics: Tutorial Lecture Series

김용인(서울대학교)
권요셉(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조동현(서울대학교)

Proteomics: Year's Author

유영아(이화여자대학교)
윤종혁(목암연구소)
홍지혜(경희대학교)

초청연자 강연 Ⅰ:
Lipidomics & Glycomics
프로그램
및
연자

최만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광표(경희대학교)
안현주(충남대학교)
최재원(충북대학교)

Proteomics:
Young Scientist-Poster Award

심지선(경희대학교)
김수민(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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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emeh Yektaie(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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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Workshop:
동일시마즈(주)

Sohei Funaoka

초청연자 강연 Ⅱ:
Integration of Proteomics
with Genomics and Bioinfomatics

박경찬(한국생명공학연구원)

KC-HPP Workshop

김재호(부산대)

Group Discussin:
Personalized Proteomics

문정희(한국생명공학연구원)

(Sumitomo Bakelite Co. Ltd.)

김민식(경희대학교)
황희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HUPO 2016‘한국인의 밤 Korean Night’개최
‘HUPO 2016' 이 2016년 9월 18일~22일까지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가운데, 본 학회는 9월 19일
현지에서‘한국인의 밤’을 주관하여 HUPO 2016에 참가한 약 30여명의 국내 연구자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 KHUPO 발전기금 모금운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학회는 독립 사무실 마련과 학회발전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고자 2010년부터 발전기금 (기금
위원장 :가천대학교 이봉희 교수)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과 임원들의 기금납부를 통해 기금
원회에서는 2020년까지 2억원의 발전기금 조성을 목표로 회원 여러분들의 기부를 요청 드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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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회 간행물이 2017년부터 'KHUPO Webzine'으로 변경됩니다.
2001년 12월부터 발행한 KHUPO 뉴스레터가 2016년 12월 제 25호 발간을 마지막으로 2017년 부터
'KHUPO Webzine'으로 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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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무보고 (2016년 7월 ~ 12월)
■ 제8기 6차 운영위원회의
● 일 시 : 2016년 8월 16일(화) 16:30
● 장 소 : 루싱
● 참석자 : 병철, 조제열, 이철주, 배광희, 김광표, 문정희, 박성구(총 7인)
● 토의 및 의결사항
- 하계 학술대회 개최성과 보고
- HUPO 2019 - 호주 선정 보고(2016. 8. 3.자)
- 2017년 제17차 국제학술대회 개최안 : 주제 선정 및 학술프로그램 구상
- KHUPO 공식저널 추진안
- HUPO 2016 : Korean Night 개최안
- 사업간담회 및 송년회 개최안
- 뉴스레터 발간안

■ 제8기 7차 운영위원회의
● 일 시 : 2016년 10월 25일(화) 17:00
● 장 소 : 대전역 태화장
● 참석자 : 박병철, 조제열, 이철주, 배광희, 김광표, 김진영, 안현주, 김재호, 김혜정, 박성구, 변경희
(총 11인)
● 토의 및 의결사항
- HUPO 2016 World Congress, Taipei : Korean Night 개최보고
- 후원사 확보를 위한 업체방문 보고(2016. 10. 17. 자)
- 뉴스레터 No. 25 발간안 보고
- AOHUPO Council Member 임기연장 보고
(1) 권호정 : 2016. 1. 1. ~ 2018. 12. 31
(2) 조제열 : 2017. 1. 1. ~ 2019. 12. 31.
- 2016년도 가결산안 보고
- 비영리법인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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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7차 KHUPO 국제학술대회 개최의 건: 학술프로그램 및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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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제2차 이사회
●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17:30
● 장 소 :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 참석자 : 권호정, 김찬화, 나도선, 백융기, 이봉희, 조중명, 함경수, 김영수, 박병철, 이철주(총 10명)
● 토의 및 의결사항
-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의사록
- 2016년도 사업보고
- 2016년도 회무보고
- 2016년도 재무보고
- 비영리법인 설립 재추진
- 2018년도 9대 회장선거
- 사업간담회 폐지 및 연말 정기 이사회 개최승인 건
- 전임 사무국장 퇴직금 지급을 위한 발전기금 차용 승인 건
- 홈페이지 개편 관련 기금반환 기간연장 승인 건
-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건

■ 제8기 8차 운영위원회의
● 일 시 : 2016년 12월 9일(금) 17:00
● 장 소 : 회장님 댁
● 참석자 : 박병철, 이철주, 배지현, 이진환, 이윤한, 김진영, 김혜정, 이지은, 조사연, 박성구, 변경희,
이태훈 (총 12인)
● 토의 및 의결사항
- 2017년 제17차 KHUPO 국제학술대회 개최의 건
- MaxQuant Workshop in Seoul 개최의 건
- 2018년 9대 학회장 선거일정안
- 2017년 동계학술대회 개최의 건
- JHUPO 연자 교환 프로그램 : 연자 추천
- 2016년도 회계감사 시행
- 간행물 명칭 변경의 건
- 기부금 모금활동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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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1. 연세대학교 백융기 교수
HUPO 산하 20개국의 25개 인간염색체 연구책임자로 구성된 국제 인간단백체 컨소시엄(C-HPP) 회장
인 백융기 교수는 금번 11월 총19편의 논문을 게재한 Journal of Proteome Research (ACS) 의 C-HPP
특집호를 발간했다. 본 특집호의 표지는 KBSI의 유종신 박사팀의 황희연 연구원이 디자인 하였으며,
한국의 C-HPP 팀(Chr 9: 조제열/이수연, Chr 11:유종신, Chr 13: 백융기) 은 이 특집호에 Editorial을
포함해 총 4편(교신3, 공동1편)을 게재하였다. 지난 9월18-22일 Taipei등에서 열린 HUPO Congress에서는
C-HPP Workshop을 주관하였고 특히 Sun Moon Lake에서 열린 C-HPP 컨소시엄 회원국 전체 총회
에서 백융기 교수는 초대에 이어 임기3년 (2017.1-2019.12)의 제2대 C-HPP컨소시엄 회장에 재선되어
본 컨소시엄을 이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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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25개국 C-HPP 컨소시엄 염색체별 책임자(PI)들과의 단체 사진

사진2. JPR 2016. 11월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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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세대학교 권호정 교수, 15th HUPO와 8th AOHUPO에서 좌장, 초청강연 및 council
meeting 참석.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권호정 교수는 2016년 9월 18일 ~ 22일
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15th Human Proteome
Organization World Congress’
에서 Chemical Proteomics &
Drug Profiling Section의 좌장을 수행하였으며, 9월 22일 ~ 23일
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The 8th Asia Oceania Human
Proteome Organization (AOHUPO) Congress'에 서
Proteomics at Pharma Section의 좌장 및 'Target Protein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of Label-free Small Molecules'
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HUPO및 AOHUPO
council 회의에 한국대표 및 부회장으로 참석하여 KHUPO의 활동과
역할을 소개하였다.

3. 연세대학교 권호정 교수팀, 항우울증 치료제 Indatraline의 새로운 기능 Scientific
Reports에 발표
연세대학교 권호정 교수, 조윤선 박사는 FDA
승인약물 2,400여 종을 스크리닝하여 그 결과
항우울제로 알려진 Indatraline이 오토파지를 유도
하고 혈관 재협착증 동물모델에서도 유효한 활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 하였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치료제의 모르고 있던 새로운
약효를 발견함으로써 신약 재창출의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서 중요성과 의의를 인정받아 Nature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 10월호에 개재
되었으며 미래부 보도자료 및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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