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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다양성을 가진 컨퍼런스 

생명과학분야를 선도하는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 결과 발표 및 지식 습득을 위해서 

일본으로 모였다.  

 

일본 쓰쿠바에서 개최된 제 19회 HFSP 수상자 미팅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치 수 많은 생명체들이 제각각 해양 생태계에 기여하여 바다를 풍족하게 만드는 것처럼, 

2019 년 7 월에 일본에서 개최된 다학제 컨퍼런스에서 280 명의 연구자들이 생명과학 

분야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컨퍼런스가 계속 세분화 되는 현 시점에서, 식물유전학자와 장내 미생물학자가 같은 

포럼에 참석하였으며, 동물 행동학자들이 항암과학자와 커피를 마시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상호 의견 교환에 상당히 만족하였다. Ras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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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ndari(Center for DNA Fingerprinting and Diagnostics, India)는 “이번 학회에서 접할 

수 있었던 이러한 학술적 다양성은 매우 신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제 19 회 HFSP(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 수상자 미팅이 2019 년 7 월 10 일부터 

12 일까지 일본 쓰쿠바(Tsukuba)에서 개최되었으며, 일본에서 개최 30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1989 년에 처음 설립된 HFSP 는 인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생명과학분야 기초연구를 독려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이 학회는 올해로 101 살이 된 전 

일본 총리인 Yasuhiro Nakasone 가 창안하였다. 그의 비전은 글로벌 연구 협력을 

지원하고, 젊은 과학자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었다. HFSP 는 생명과학 분야 

프런티어들의 혁신적인 연구에 학술 연구비(research grant) 및 박사 후 연구과정 

펠로우십(postdoctoral fellowship)을 제공 하는 등, 이러한 비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에도 HFSP 학술연구비 및 박사 후 연구과정 펠로우십을 수여 받은 약 

200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회원국은 15 개로 그 규모가 커졌다.  

해양 내 미생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HFSP 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은 독일, 이스라엘, 미국 과학자들은 수많은 미생물종과 

이들의 다양한 대사과정 때문에 연구가 쉽지 않은 해양 미생물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지놈 연구를 서로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해양 미생물은 전세계 산소 

생산량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해양 먹이 사슬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전 과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해양 미생물은 전세계 기후 온난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잊혀진 바이오폴리머에 대한 연구 

HFSP 는 상업적으로 더 관심있는 연구에 밀려  무시되어온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한 

연구들을 권장한다. 이러한 연구에는 Bhandari 가 “잊혀진 바이오폴리머”라고 언급 했던 

폴리포스페이트 관련 연구가 있다. Henning Jessen(University of Freiburg, Germany)와 

Paul Wender(Stanford University, USA)와 같이 2016 년에 HFSP 연구 프로그램을 받은 

Bhandari 는 이와 같은 필수 바이오분자가 모든 생물체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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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심을 받지 못했는지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Bhandari 는 “우리가 

이 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생화학자들이 1950 년대와 60 년대에 DNA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 분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녀의 연구팀은 이 분자가 포유류에서 어떻게 합성되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HFSP 연구비 펀딩은 연간 발표되는 연구논문이 10 편 

이하로 추정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Bhandari 와 같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Bhandari 는 “기초 과학과 응용 과학 간에 잘못된 이분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Nakasone 가 제안한 HFSP 의 컨셉이 매우 마음에 

든다. 어떤 면에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연구일지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ashna Bhandari 는 ‘잊혀진 바이오폴리머’라고 불리는 폴리포스페이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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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으로 파리 스트레스 주기 

프린스턴대학교의 HFSP 장기 연구원인 Luisa Pallares 에게 있어서 HFSP 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해준다. Pallares 는 파리가 환경에 있는 스트레스 유발인자, 특히 

고당 함유 먹이(high-sugar diet)에 대해서 잘 견디도록 만드는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Pallares 는 “역사적으로, 인간은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과 같은 음식 연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당 함유 음식을 스스로 자제해 왔었다.”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당분을 섭취하지만, 뚱뚱해지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당 섭취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어떤 인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Pallares 는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 방향으로 전환해야 했으며, 연구 대상 생물도 생쥐에서 

파리로 바꿔야 했다. Pallares 는 “HFSP 에서 제공하는 펠로우십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라고 했었다.”고 회상하였다. 그녀는 “펠로우십이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구비를 받을 수 없었을 새로운 

연구분야로 진출하는 젊은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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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sa Pallares 는 고당 함량 먹이를 파리에게 먹여서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전자를 

조사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인큐베이터 

2010 년 이후 매년 생명과학분야에서 선구자적인 기여를 한 연구자들에게 Nakasone 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세포 성장의 핵심 조절인자인 TOR(target of rapamycin) 

인산화효소를 밝힌 스위스 바젤대학교에서 바이오젠트룸(Biozentrum)을 운영하고 있는 

Michael Hall 이 수상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세포 성장, 발달, 질병, 그리고 노화와 

관련된 TOR 인산화효소의 역할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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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Nakasone 상 수상자인 Michael Hall 은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TOR 키나아제(Target of rapamycin kinase)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HFSP 의 과감한 시도는 동문들 중에서 28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이는 HFSP 가 만들어지고 거의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을 의미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HFSP 동문 중에 한명인 Ada Yonath 는 컨퍼런스에서 리보솜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흥미로운 개요를 설명하였다. 그녀는 이와 같은 세포 하위 단위 단백질 공장이 

생명체가 미생물로부터 기원하였으며, 차세대 항생제 생산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Bhandari 와 Pallares 는 이전 HFSP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했다. 

Bhandari 는 “이전 컨퍼런스 미팅에도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라고 했고, 

Pallares 역시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가보자’라고 

얘기할거에요.”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