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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ell Therapy
- 세포치료의 세계적 연구동향·공유의 장 마련 서울대학교병원 선도형 세포치료 연구사업단(단장 박영배 교수)은 2013년
10월 24일(목) 국내외 세포치료 연구자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연구자
3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제7회 세포치료 국제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세포치료 연구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세포치료 연구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박영배(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 사업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Medicine의 Stephan A. Grupp 교수, Bos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의 Kenneth Walsh 교수, Columbia University의 Domenico
Accili 교수, University of Chicago의 Yang-Xin Fu 교수, 일본 Keio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의 Keiichi Fukuda 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역분화 및 줄기세포치료 (Reprogramming and Stem Cell
Therapy), 항암 면역세포치료 (Cancer Immune Cell Therapy), 당뇨 질환에
대한 세포치료 (Cell Therapy for Diabetes)를 주제로 각 분야의 세계적 연구
동향에 대하여 강연과 함께, 패널 토론 (Panel discussion)이 진행되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들이 이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과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여느 해보다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세포치료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및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분야의 정책을
분석, 진단해 향후 연구 및 임상적용 방향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앞으로도 본 사업단이 개최하는 학술 행사가 국내외 세포치료, 임상시험
연구자 및 정부 부처, 제약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세포치료 연구 분야에 대한 이해와 풍성한
학술적 성과를 거두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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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동정

박영배 사업단장
▶ 제11차 국제 줄기세포 연구학회 학술대회 참석
▶ 2013년 11월 미국 심장학회(AHA) 연차 학술대회 참석
사업단장 박영배 교수는 2013년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국제 줄기세포 연구학회(ISSCR) 에서 The
combined transplantation of two differently-processed human secondary cardiospheres is the optimal strategy for
cardiovascular regeneration and infarct repair 연제 발표를 통해 우리 사업단의 최신 연구성과를 각국에 알렸으며,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세포치료 연구 수준이 세계적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3년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AHA 연차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Direct Conversion of Adult
Fibroblasts to Functional Endothelial Cells by Defined Factors 연제 및 Identification of Circulating Stem Cells Originating
from the Endocardium of the Human Hear 연제 발표를 하고 세계적인 연구 추세를 확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많은
국내외 과학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사업단 연구 성과를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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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ISSCR) 참석
International Congress of Coronary Artery Disease 참석
Transcatheter Cardiovascular Therapeutics(TCT) 참석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참석

사업부단장 김효수 교수는 하반기에 주요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줄기세포에 대한 강연과 함께 좌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외 연구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2013년 6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ISSCR 의 연례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국내외 줄기세포 학자들과의 정보 교환을 시작으로
2013년 10월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gress of Coronary Artery Disease 참석하여 본 사업단의 중요한
성과인 ‘혈중 내피줄기세포를 캡쳐하는’ 스텐트 개발 결과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 즉 VE-cadherin antibody-coated coronary
stent를 개발한 과정과 이 스텐트의 내피재생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관중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0월 하순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TCT 연례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심혈관질환자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법의 현주소’
라는 세션에서 좌장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천여 명이 운집한 대강당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다기관 임상연구이었던 HOSTASSURE-RCT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PROMUS-ELEMENT 관동맥 스텐트의 특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 결과를 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11월 중순에 미국 댈러스에서 개최된 AHA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Induced endothelial cells from fibroblast by 5
defined factors [한정규 조교수발표]’와 ‘Discovery of circulating multipotent stem cell in human peripheral blood [양한모
조교수발표]’라는 두 가지의 획기적인 줄기세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AHA 뉴스레터에 크게 기사화되는 등, 학회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이세원 교수 ‘여성생명과학상‘ 수상
본 사업단의 이세원 교수(1세부과제)가 지난 26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제12회 ‘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시상식에서 40세 이하 여성과학자에게 수여되는 ‘펠로십’을 수상했다.
이세원 교수는 암혈관신생 및 배아발생기 혈관신생 조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으며, 최근에는
줄기세포와 혈관전구세포를 통해 허혈성질환을 치료하는 분야로 연구영역을 확대했다. 줄기세포의
증식·분화를 조절함으로써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과 기전을 규명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학술진흥상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원(KIST) 박사, 펠로십은 이 교수 외에 목혜정 건국대 생명공학과 교수,
이승희 서울대 약대 교수에게 수여됐다.
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은 국내 생명과학기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여성과학자의 업적을 치하하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에 제정됐다.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에 선정
본 사업단의 박경우 교수가 10월 14일 ‘제23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임상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분쉬의학상은 조선 고종의 주치의이자 국내 최초 독일인 의사인 ‘리하르트 분쉬’ 박사의 이름을 빌어, 한국
의학계의 학술발전을 도모하고 의학분야에서 한국과 독일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공동으로 지난 1990년 제정됐다.
본상 외에, 학술적으로 가치와 공헌도가 인정되는 우수논문을 발표한 소장 의학자에게는 ‘젊은의학자상’이
수여되며, 기초계와 임상계 총 2인의 젊은의학자상에는 각 2천 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박경우 교수는 관상동맥질환 치료인 심장스텐트시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2세대 약물스텐트를 시술받은 환자 5천여 명의
임상자료를 이용해 2세대 스텐트가 과거 1세대 스텐트에 비해 개선된 예후를 보이고, 2세대 스텐트 간에는 임상 예후의 차이가
없음을 규명해 세계적인 심장병 학술지 ‘JACC(Journal of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 게재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 연구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얻어진 1개 병원의 전향적 코호트자료를 이용한 세계 최대규모 연구였고, 현재 진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개 스텐트 사이에 우열이 있는지, 치료한 환자들이 어느 정도 재발을 하는지 등의 의문에 신뢰할 만한 해답을
세계 학계에 제공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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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3/4분기 사업단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선도형 세포치료 연구사업단은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제1회의실에서 8월 20일(화) 각 세부 과제별로 3/4분기의 연구진행
과정 및 연구 성과에 관한 발표와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3/4분기 사업단 단위과제별
연구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업단장과 외부 평가위원, 세부과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보고 및 평가 회의에서는 각 세부과제의 연구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단위과제 간 정보 공유와 의견의 교환을 통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함으로써 세포치료
연구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韓 국가 항암제 보험급여 투명성 낮다
본 사업단의 허대석 교수팀(4세부과제 책임자)은 최근 개발돼 품목허가를 받은 고가 항암제 중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국가 간 편차가 큰 13개 항암제를 선정해 치료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진 19개 적응증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인 한국·일본·대만·호주, 유럽지역인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북미지역인 미국·캐나다 등 10개국 자료를 비교 평가했다.
연구 결과, 선진국들이 고가항암제 효과의 비용을 비교해 경제성이 높은 순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건강보험 급여정책은 항암제의 경제성 분석 자료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9개 적응증이 모두 보험급여 대상인 반면 스웨덴은 5개 적응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었다. 단순 비교 결과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대만, 영국, 스웨덴 순으로 급여 항목이 많았다.
비용 대비 효과적인 약제를, 그렇지 않은 약제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비용효과성을 따져보면 스웨덴
0.75이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 0.73, 영국 0.71순이었다. 한국은 0.34로 조사 대상 10개 국가 중 가장 낮았다.
허대석 교수는 “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평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하기 위해서는 급여결정 원칙과 함께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2013 ISSCR (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 Annual Meeting 참석
본 사업단의 권유욱 교수(2세부과제)는 2013년 6월 12일 부터 15일까지 미국 Boston에서 개최된 “제 11회 International Society of
Stem Cell Research(ISSCR) Annual Meeting” 에 참석하였다. ISSCR meeting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이번에 11회를 맞이했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학회의 참석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번 학회에는 4100명
이상의 줄기세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 학회는 Boston에서 개최된 만큼 Harvard Stem Cell
Institute와 공동 개최를 함으로써 줄기세포 연구의 최신 동향을 더욱 심도 깊게 소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많은
줄기세포 연구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함으로써 매우 활발한 ‘International Scientific Networking’의 기반을 제공한 성공적인
학회였다.
본 학회의 회장이며 작년에 역분화줄기세포를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한 신야 야마나카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4일간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줄기세포 연구의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McEwen Award는 인간 배아
줄기세포의 배양을 처음으로 성공한 James A. Thomson에게 돌아갔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특별 강연
순서로써, 줄기세포 치료의 성공사례를 환자의 가족이 직접 전하는 시간도 있었다. 올해는 Umbilical cord blood 이식을 통해
아들의 생명을 구한 아버지가 그의 경험을 참여자들과 나누며 줄기세포 치료의 희망찬 미래와 관련 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본 사업단의 권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역분화 줄기세포의 임상적용을 위하여 가장 안전한 iPSC 확립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단백질을 이용한 효율적인 역분화 줄기세포 확립 방법과 그 기전’에 대하여 발표하여 많은 연구자들에게 사업단의 최신 업적을
소개하였다. Eric Lander 박사가 non-coding RNAs를 포함하는 Human Genome에 관한 특강을 통해 그의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모든 학회의 일정이 종료되었다. 이번 학회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최신 동향과 관련 연구자들 상호간의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 매우 성공적인 학회였다.

2013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nnual meeting 참석
본 사업단의 정혜승 교수(3세부과제 책임자)는 2013년 6월 21일 부터 25일까지 미국 Chicago에서 개최된 제73회
미국당뇨병학회 연례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미국당뇨병학회 연례학술대회는 매년 미국에서 국제학술대회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당뇨병 학회이다. 세계적인 연구자들 뿐 아니라 임상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학생 등 관련 직종자들도 참석하여
연구와 진료, 임상연구와 기초연구 모두에 있어서 가장 최신지견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3세부에서는 사업단의 주요 성과인 임상췌도이식과 경구혈당강하제의 비교 성적을 발표하여, 각국의 췌도이식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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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연구 논문 발표 지원
사업단 소속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7차년도 하반기(2013년 11월 말 현재)에 SCI(E)에 개재된 사업단 지원표기
연구논문 총 26건을 지원하여 연구 성과를 알림과 동시에 사업단 운영 성과 홍보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연구 논문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학술지명

Impact
Factor

J Biomed
Nanotechnol

4.21

Cell Transplant

4.42

허대석 Ex Vivo Activation and Expansion of Natural Killer Cells from Patients
책임저자 with Advanced Cancer with Feeder Cells from Healthy Volunteers

Cytotherapy

3.62

이세훈 Primary Resistance to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Tyrosine
Kinase Inhibitors (TKIs) in Patients with Non-Small-Cell Lung Cancer
책임저자
Harboring TKI-sensitive EGFR Mutations: an Exploratory Study

Ann Oncol

6.42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Oral
Radiol

1.45

Mol Ther

7.04

J Korean Med Sci

1.24

Ultrasound Med Biol

2.45

J Thorac Oncol

4.47

저자

논문명

전희숙
제1저자

Electrical Impedance Characterization of Adipose Tissue-Derived
Stem Cells Cultured on Indium Tin Oxide Electrodes

정혜승
제1저자

The Potential of Endothelial Colony-Forming Cells to Improve Early
Graft Loss after Intraportal Islet Transplantation

김범석 Clinical Outcomes of Radiation-Based Locoregional Therapy in Locally
Advanced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 Patients not
책임저자 Responding to Induction Chemotherapy
이세원
제1저자

Snail as a Potential Target Molecule in Cardiac Fibrosis: Baracrine
Action of Endothelial Cells on Fibroblast through Snail and CTGF Axis

정혜승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rs to DPP-4 Inhibitors in
책임저자 Korean Subjects with Type 2 Diabetes
문우경
제1저자

Classification of Breast Tumors Using Elastographic and B-mode
Features: Comparison of Automatic Selection of Representative
Slice and Physician-Selected Slice of Images

김범석 Erlotinib Versus Gefitinib for Control of Leptomeningeal Carcinomatosis
책임저자 in Non-Small-Cell Lung Cancer
문우경
제1저자

Computer-Aided Diagnosis of Breast Masses Using Quantified
BI-RADS Findings

Comput Methods
Programs Biomed

1.66

이학모
제1저자

4-Deoxypyridoxine Improves the Viabililty of Isolated Pancreatic
Islets Ex Vivo

Islets

1.54

김태민
제1저자

Anti-Cancer Activity of Gemcitabine Against Natural Killer (NK)
Cell Leukemia-Lymphoma

Leuk Lymphoma

2.30

정상영
제1저자

Thrombospondin-2 Secreted by Human Umbilical Cord Blood-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Promotes Chondrogenic Differentiation

박경우
제1저자

Stem Cells

7.70

Adjunctive Cilostazol Versus Double-Dose Clopidogrel after Drug-Eluting
Stent Implantation: The Host Assure Randomized Trial

JACC Cardiovasc
Interv

6.55

조현재
제1저자

Phenotypic Modulation of Human Cardiospheres between Stemness
and Paracrine Activity, and Implications for Combined Transplantation in
Cardiovascular Regeneration

Biomaterials

7.60

박경우
제1저자

Usefulness of the SYNTAX and Clinical SYNTAX Scores in Predicting Clinical
Outcome After Unrestricted Use of Sirolimus- and Everolimus-Eluting Stents

Circ J

3.57

Med Phys

2.91

Effect of Cell Scenescence on the Impedance Measurement of
Adipose Tissue-Derived Stem Cells

Enzyme Microb
Technol

2.59

Randomized Trial Comparing the Efficacy between Different Types of
김효수
Paclitaxel-Eluting Stents: the Comparison of Efficacy between COroflex
책임저자
PLEASe ANd Taxus Stent (ECO-PLEASAN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m Heart J

4.49

김효수 Serum Alkaline Phosphatase is a Predictor of Mortality, Myocardial Infarction,
책임저자 or Stent Thrombosis after Implantation of Coronary Drug-Eluting Stent

Eur Heart J

14.09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δ Activates Endothelial
김효수
Progenitor Cells to Induce Angio-Myogenesis through Matrix Metallo책임저자
Proteinase-9-Mediated Insulin-Like Growth Factor-1 Paracrine Networks

Eur Heart J

14.09

문우경 Changes in Metabolic Markers in Insulin-Producing β-Cells during
책임저자 Hypoxia-Induced Cell Death As Studied by NMR Metabolomics

J Proteome Res

5.05

전희숙 Treatment with Glucokinase Activator, YH-GKA, Increases Cell
책임저자 Proliferation and Decreases Glucotoxic Apoptosis in INS-1 Cells

Eur J Pharm Sci

3.21

Differentiation Potential and Profile of Nuclear Receptor Expression During
전희숙
Expanded Culture of Human Adipose Tissue-Derived Stem Cells Reveals
책임저자
PPARg as an Important Regulator of Oct4 Expression

Stem Cells Dev

4.67

김태민 Histologic Transformation of Epstein-Barr Virus-Positive Diffuse Large
책임저자 B-Cell Lymphoma of the Elderly

J Clin Oncol

18.03

안용운
제1저자

J Immunother

3.46

문우경
Automatic Detection of Microcalcifications in Breast Ultrasound
책임저자
전희숙
제1저자

Irradiated and Activated Autologous PBMCs Induce Expansion of
Highly Cytotoxic Human NK Cells in 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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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활동 (2013.6 ~ 2013.11)

2013. 8. 20

3/4분기 세부과제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2013. 10. 24

2013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ell Therapy 개최

상반기 사업단 학술행사 (2013.12 ~ 2014.5)

2014. 2. 25

1/4분기 세부과제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개최 예정

2014. 5. 20

2/4분기 세부과제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개최 예정

2014. 5. 22

2014 IRICT 춘계 심포지엄 개최 예정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출구
장례식장
본원
서울의대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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