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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and Future of Cell Therapy

‘춘계 심포지엄’
5월 24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
서울대학교병원 선도형 세포치료 연구사업단(단장 박영배 교수)은
2012년 5월 24일(목) 국내외 세포치료 연구자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연구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세포치료 연구의 현재와 미래 (Present and Future of Cell
Therapy)'라는 주제로 ‘제6회 춘계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박영배 사업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위장암 줄기세포 연구”, “생체내에서 세포추적
방법", "당뇨병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 등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개발 현황이 국내외 세포치료개발 전문가 12명에 의해 심도
깊게 다루어졌다.
특히 일본 게이오대학교 의과대학 Masaki Ieda 교수의 “Conversion of
Fibroblasts into Cardiomyocytes by Defined Factors”에 대한
특별강연과 함께 세포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 대하여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과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세포치료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뿐만 아니라
임상 연구자들의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본 사업단이 개최하는 학술 행사가
세포치료분야에서의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증대와 공동 발전을 통하여
세포치료 연구의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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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동정

박영배 사업단장,
▶ 2012년 미국 심장학회 American Collage of Cardiology 학술대회 참석
사업단장 박영배 교수는 2012년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 심장학회 주최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Angiographic versus Functional Severity of Coronary Artery Stenosis in Asians라는 연제를 발표하였다.
관상동맥협착증의 angiographic severity와 functional severity 사이의 상호 연관성이 다수의 아시아인에서는 평가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구체적인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서양 환자들과 아시아 환자들이 서로 유사한 범위에서 질병 연관성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많은 해외 과학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사업단 연구 성과를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김효수 사업부단장,
▶ 2012년 심혈관질환 세포치료 국제 학술대회 참가
▶ 2012년 미국 심장학회 연례 학술대회 참가
사업부단장 김효수 교수는 2012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심혈관질환 세포치료 국제 학술대회에서,
'New, Potent, and Safe Source of Human MSCs: From Human ESC’이라는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많은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열띤 호응을 얻었다.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심장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초청받아서, 1만명이 운집한 M A I N
ARENA에서 거행된 Late-Breaking-Clinical-Trial 세션에서 ‘Randomized Comparison of Adding Cilostazol Versus
Doubling the Dose of Clopidogrel After Receiving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The HOST-ASSURE
Randomized Trial' 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Late-Breaking-Clinical-Trial 세션은 전 학술대회를 걸쳐서 가장 중요한
세션으로서 엄선된 임상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The HOST-ASSURE Randomized Trial 은 김효수 교수가 책임자로서 3년
전부터 수행해 오고 있는 무작위배정 전향적 국내 다기관 임상연구로서 4,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항혈소판요법을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약물방출스텐트의 성능을 세계최초로 비교하는 임상연구인데, 이번에는
항혈소판요법의 비교 결과를 발표하여, 전세계 중재시술 의사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봄에 열리는 미국 심장 학회 연례
학술대회’는 가을의 미국대회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심혈관학 학술 대회로서 연 2만명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매머드
학술대회이다.

서울대학교병원-CJ제일제당,
심혈관질환 줄기세포치료제 특허
독자기술 연구개발 특허 “실용화 임상연구 돌입”
국내 의료진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질환으로 손상된 심근 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은주, 김효수 교수팀이 배아줄기세포로부터 간엽줄기세포로 분화
유도되는 독자 기술을 연구 개발, 지난 2일 특허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팀은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암 발생이 현저히 낮고 치료 효능이 다양한 간엽줄기세포의 장점에
주목했다. 개발된 간엽줄기세포는 근육, 연골, 지방, 신경세포 등으로의 분화가 가능하다.
동물실험을 통해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질환에서 암 발생 없이 심근세포로의 분화도 확인했다.
심장내벽의 섬유화로 인한 심장벽 약화(얇아짐) 방지 및 심장 박동 호전도 가능케 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세포응용사업의 기초연구성과와 보건복지부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의
중개연구를 통해 비임상 단계로의 성공적 진입을 이뤘다. 또 특허 등록 전인 작년 4월에는 CJ제일제당과
심혈관질환 치료용 줄기세포치료제 공동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은 C J제일제당과 함께 배아줄기세포 유래 간엽줄기세포를 치료용 세포로
실용화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1단계 비교 특장점 연구를 완료, 2단계 비임상 시험의 완료 및 임상 시험 허가 획득, 3단계 임상 개발 실시
및 완료 중 현재 1단계 공동연구 완료와 함께 특허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다.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강석희 대표는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줄기세포치료제 공동연구는 산학협력의
성공적인 모델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의 실용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줄기세포 관련
신사업은 제약사업 부문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속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교수는 “이번 연구의 원천 기술로 개발된 배아줄기세포 유래 간엽줄기세포는 배아와 성체
줄기세포의 장점들을 보유한 세포로, 발암성이 거의 없고, 반영구적으로 동일한 품질로 공급이 가능한
세포”라고 소개했다.
그는 “기술의 유효성을 검증 받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임상 및 임상시험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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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1/4 , 2/4분기 사업단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선도형 세포치료 연구사업단은 서울대학교병원 내 의생명연구원 제1회의실에서 세부 과제별 연구진행과정 및 연구 성과에
관한 발표와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1/4분기 사업단 단위과제별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를 2월 21일(화)에, 5월 22일(화)에 2/4분기 사업단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를 각각 개최하였다.
사업단장과 평가위원, 세부과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보고 및 평가 회의에서 각 세부과제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
세포치료의 연구에 관한 최신지견과 함께 단위과제 간 공통관심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보다 발전된 영구성과를
얻고자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줄기세포 R&D 한마당 포스터 전시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관하고 관계부처가 공동후원하는 줄기세포
R&D 한마당 포스터 전시회가 5월 24일(목) 오후 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B2)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줄기세포의 연구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정부관계자와 산ㆍ학ㆍ연 연구자 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줄기세포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차원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는 목적이 있다.
본 사업단의 권유욱 교수는 이번 행사에서 사업단에서 수행중인 과제 차세대 첨단
세포치료법 개발과 ‘안지오포이에틴-1’ 혈관재생 기전 최초 규명, 자가세포로
만능줄기세포 배양, VE-카드헤린 항체가 코팅된 스텐트 등 우수성과 포스터
전시를 통해 사업단의 수행과제 현황과 우수성과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췌도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신기술 개발
제 1형 당뇨병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췌도 이식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치료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박경수ㆍ정혜승 교수팀(3세부과제)은 생쥐를 대상으로 사람의 제대혈에서 분리한 혈관내피전구세포와 돼지 췌도를 동시에
이식한 결과, 췌도만 이식한 쥐 보다 췌도 생존율이 30%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혈관내피전구세포가 췌도와 상호작용하면서 췌도와 혈액 사이의 염증 및 응고 작용을 감소시키고, 췌도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의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췌도세포와 함께 이식된 혈관내피전구세포가 이식편의 생존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췌도 베타세포의 증식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초로 확인해 당뇨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박경수 교수는 “혈관내피전구세포를 이용하여 췌도 이식 성적을 크게 향상시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며 “다만, 현 연구결과는
사람 혈관내피세포와 돼지 췌도를 이용한 동물실험으로, 추후 임상에 직접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들은 세포치료 분야의 주요 저널인 ‘Cell Transplantation’ 2011년 12월호와 당뇨병
분야의 최고권위지인 미국 당뇨병 학회지 ‘Diabetes’ 2012년 4월호에 각각 게재되었다.

Cross-sectional Workshop ; Stem Cell Biology
사업단은 4월 5일 세포치료 연구자를 비롯한 각 분야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줄기세포 R&D 한마당 포스터 전시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Stem Cell Biology : Genome, Secretome,
Trafficking & Niche 라는 주제로 Workshop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김효수 교수(사업부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포이식이 필요

없는 줄기세포의 신규 조직재생 능력,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식견 등 다양한
발표와 함께 활발한 질의응답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포
치료 분야의 연구 동향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Therapeutic Potential of Stem Cell-derived
Secretome in Host Tissue Regeneration

김종훈 교수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Engineering of Non-cellular Niche Regulating Cell Fate

이승태 교수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Targeted Genome Modifications Using Zinc
Finger Nucleases

김진수 교수 (서울대학교 화학부)

Transplantation of Engineered Pancreatic Islet

이동윤 교수 (한양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Adult Stem Cell Trafficking for Tissue Regeneration

김치화 박사 (녹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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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연구소식지

우수 연구 논문 발표 지원
사업단 소속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6차년도 상반기(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 말 현재)에 SCI(E)에 개재된
사업단 지원표기 연구논문(과제번호 : A062260) 총 15건을 지원하여 연구 성과를 알림과 동시에 사업단 운영 성과 홍보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연구 논문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Impact Factor

Circulation Journal

2.69

Cancer Science

3.85

1

박경우
제1저자

Options to Overcome Clopidogrel Response Variability

2

허대석
책임저자

Influence of Chemotherapy on Nitric Oxide Synthase, Indoleamine-2,3-dioxygenase and CD124 Expression in Granulocytes
and Monocytes of Non-small Cell Lung Cancer

3

허대석
책임저자

CD15+/CD16low Human Granulocytes from Terminal Cancer
Patients: Granulocytic Myeloid-derived Suppressor Cells That Have
Suppressive Function

Tumor Biology

2.03

4

임성희
책임저자

Effect of Glucagon-like Peptide-1 Gene Expression on Graft
Function in Mouse Islet Transplantation

Transplant Int

2.03

5

김효수
책임저자

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vascular Imaging

2.54

6

박경우
제1저자

Trials

2.27

7

강현재
제1저자

Diagnostic Value of Myocardial SPECT to Detect in-stent
Restenosis after Drug-eluting Stent
Implantation
The ‘Harmonizing Optimal Strategy for Treatment of Coronary
Artery Stenosis - Safety & EffectiveneSS of Drug-eluting Stents &
Antiplatelet REgimen’ (HOST-ASSURE) Trial: Study Protocol fo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ffects of Celecoxib on Restenosis after Coronary Intervention
and Evolution of Atherosclerosis (Mini-COREA) Trial: Celecoxib, a
Double-edged Sword for Patients with Angina

European Heart Journal

10.05

8

박경수
책임저자

Endothelial Progenitor Cell Cotransplantation
Enhances Islet Engraftment by Rapid Revascularization

Diabetes

8.89

9

이은주
제1저자

Spherical Bullet Formation via E-cadherin Promotes Therapeutic
Potency in Human Umbilical Cord Blood-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for the Treatment of Myocardial Infarction

Molecular therapy

7.14

10

박경수
책임저자

Endothelial Colony-Forming Cell Coating of Pig Islets Prevents
Xenogeneic Instant Blood-Mediated Inflammatory Reaction

Cell Transplantation

6.20

11

박경우
제1저자

Heart

4.71

12

문우경
책임저자

Enhanced Clopidogrel Response in Smoker is Reversed after
Discontinuation as Assessed by VerifyNow Assay: Additional
Evidence for the Concept of 'smokers' Paradox'
Comparison of Diffusion-weighted MR Imaging and FDG PET/
CT to Predict Pathological Complete Response to Neoadjuvant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trial

Eur Radiol 3.50

3.50

13

문우경
책임저자

Comparison of Two Ultrasmall Superparamagnetic
Iron Oxides on Cytotoxicity and MR Imaging of Tumors

Theranostics

2012년
최초발행예정
(SCI 저널)

14

문우경
책임저자

Imaging and Quantification of Metastatic Melanoma Cells in Lymph
Nodes with a Ferritin MR Reporter in Living Mice

NMR Biomed

3.06

15

이세훈
책임저자

EGFR Mutations as a Predictive Marker of Cytotoxic
Chemotherapy

Lung Cancer

3.36

Angiogenesis : Advances in
Basic Science and Therapeutic Applications 참석
본 사업단의 권유욱/조현재 교수(2세부과제)는 2012년 1월 16일 부터 21일까지 미국 Utah주 Snowbird에서 개최된
Angiogenesis: Advances in Basic Science and Therapeutic Applications에 참석하였다.
Keystone Symposia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해마다 많은 기초/임상 연구자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초연구에서 발견한
지식을 어떻게 환자치료로 응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Kari K. Alitalo, Gregg L. Semenza, Kenneth Walsh, Napoleone
Ferrara 등 세계적 석학들의 연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사업단의 연구자들은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gamma Agonists Suppress Tissue Factor
Overexpression in Rat Balloon Injury Model with Paclitaxel Infusion" 이라는 주제로 연제를 발표하고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통해, 상호 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였다.
본 학회에서는 세포치료와 재생의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은 주로 신생혈관 발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반대로 암치료를 전공한 연구자들은 신생혈관을 억제하고자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연구자간의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환자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Keystone Symposia :
Advances in Islet Biology 참석
본 사업단의 정혜승 교수(3세부과제)는 2012년 3월 25일 부터 3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Monterey에서 개최된 Keystone
Symposia: Advances in Islet Biology 에 참석하였다. 당뇨병 분야 중에서도 췌도세포 연구와 관련된 학술대회로, 올해는 특히
베타세포 분화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졌다.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 300여명 규모의 작은 학회였지만, 세계적으로 선두그룹에 속해 있는 관련 연구자들 대부분이 참석하여
40여개 남짓의 기조강연과 심포지움의 강사로 최신지견을 발표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고, 20여 개의 구연, 그리고 350
여개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췌도세포의 기원으로서의 줄기세포, 베타세포의 증식과 reprogramming이 핵심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당뇨병 세포치료 연구의 국제적 동향 파악과 더불어 본 사업단의 세포치료 연구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그 이외에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제1형 당뇨병의 면역병리, 베타세포 생리학, 세포내 신호전달, 췌도 내 신호 전달,
새로운 치료 타겟 등이 다루어졌다.
주로 북미와 유럽, 호주의 기초 연구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여느 Keystone symposia와 다르지 않게 포스터 세션의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가 특징적이었다. 포스터 세션 중 일부 초록만이 구연 발표로 선정되는데, 본 사업단의 1단위과제 3세부 책임자인
정혜승 교수도 베타세포에서의 자가포식과 P e r k의 기능 및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구연세션에 선정되어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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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활동 (2011.12 ~ 2012. 5)
2012. 2. 21

1/4분기 세부과제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2012. 4. 5

Cross-sectional workshop "Stem Cell Biology : Genome, Secretome, Trafficking & Niche"

2012. 5. 22

2/4분기 세부과제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2012. 5. 24

줄기세포 R&D 한마당 포스터 전시회 참가

2012. 5. 24

2012 IRICT 춘계 심포지엄 개최 "Present and Future Cell Therapy in Korea"

하반기 사업단 학술행사 (2012. 6 ~ 2012.11)

2012. 8. 28

3/4분기 세부과제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2012. 10. 26

제6회 국제 세포치료 컨퍼런스 (장소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출구
장례식장
본원
서울의대 동문
의생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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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별관 4층 첨단 세포·유전자치료센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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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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