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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and Future of Cell Therapy

'춘계 심포지엄 개최'
5월 21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
서울대학교병원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단장 박영배
교수)은 2009년 5월 21일 국내외 세포치료 연구자를 비롯하여 각
분야 360 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세포치료 연구의 현재와 미래(Present and Future of
Cell Therapy)' 라는 주제로 ‘제3회 춘계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
하였다.
세포치료개발 연구를 위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긴밀한 네트워크의
정립과 국내 세포치료 개발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박영배 사업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내외 세포
치료개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연사로 나서 세포치료개발의 최근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싱가포르 게놈 연구소의 Huck Hui NG
박사의 “Deciphering and Reconstructing the Embryonic Stem
Cell Transcriptional Regulatory Network”에 대한 기조강연과 세포
치료개발을 위해 필요한 여러 분야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세포치료와 관련된 임상 연구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소개되는 등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사업단은 이번 심포지엄이 세포치료분야의 산학연 유기적인 협조와
더불어 공동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국내 세포치료 연구 활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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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동정

박영배 사업단장,
2009년 순환기관련학회 춘계 통합학술대회 개최

사업단장 박영배 교수(대한심장학회 이사장)는 2009년 4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2009년 순환기관련학회
춘계 통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금번 춘계 통합학술대회에는 대한심장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및 한국지질ㆍ동맥경화학회의 회원 약 2500 여명이 참석하
여 심장혈관학 분야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를 활발히 교환하였다.
특히 학회기간 중 대한심장학회 연구회 중 하나인 혈관연구회가 “The Pules of Asia in 2009"라는 주제로 혈관학 분야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처음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혈관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가졌다.

사업단동정
김효수 교수,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부단장 임명

前 사업부단장 허대석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 임명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허대석 교수를
2008년 12월 22일자로 임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임상에서 활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 및 임상적 측면의 비교 분석과 평가 등을
통해 과학적·체계적 근거를 생산·확산하는 전문기관이다.
초대 원장으로 임명된 허대석 교수는 ‘新-베스트 닥터’(2003년), EBS 메디컬다큐(2008년)에서 ‘암진료 명의’로 선정되는 등
임상경험이 풍부하며,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와 본 사업단의 부단장직을 수행했었다. 또한, 암 질환에 활용되는 보건의료기술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성과평가와 기술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해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했고, 제3회
대한암학회 우수연구자상(2006년)과 제6회 보령암학술상(2007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허대석 교수는 이번 임명을 통해 환자와 의사가 임상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과학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연구자와 연계체계를 구축해 실제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임상근거를 확산할 예정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효수 교수,
한국보건산업기술대상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장상(우수상) 수상
“심혈관질환의 줄기세포 연구와 그 치료법 개발”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부단장에 내과 김효수 교수가 임명 (2009년 1월 5일) 되었다.
허대석 전임 부단장에 이어 새로 사업부단장으로 임명된 김효수 교수는 지난해 8월 영국의 권위 있는 의학지 ‘Lancet’을 통해
관상동맥 성형술 후 재협착이 되는 기전 규명 및 소염진통제로 관절염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셀레브렉스의 주성분인 ‘셀레콕십’
이 조직 증식을 억제하여 스텐트 시술 후 재협착률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자이다.
김효수 교수는 이번 임명으로 세포치료 분야 연구의 질적 우수성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08 보건산업기술대상 시상식에 본 사업단 부단장인 김효수
교수가 보건산업진흥유공자 연구부문 우수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에 선정됐다.
김효수 교수는 15년간 분자세포생물학 연구에서부터 임상연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수직 계열화된 연구를 통해서, 줄기세포
생물학의 지식을 환자의 치료에 응용하는데 매진해 왔고, 한국을 대표하는 줄기세포 연구자임과 동시에 줄기세포 요법을 가장
현실에 가깝게 실현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의학자임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본 수상식은 2008년 12월 11일(목)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홀에서 진행되었으며 김효수 교수 외 각 분야의 24명의 수상
자가 시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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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사업단 수요세미나 (2009년 3월 ~ 4월, 총 8회)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 참가

1차
3월 4일
LR-mediated sterile inflammation on the road to CNS diseases
			

박은정 박사
(국립암센터 면역세포치료연구과)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지난 5월 26일(화) ~ 28(목)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12개
관계부처 및 미래기획위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에 참가하였다.

2차

Genetically engineered mouse (GEM)의 이해

김형태 박사 ((주)마크로젠 대표이사)

3차
3월 18일
		

Peptide vaccines targeting IGF system in breast cancer
- A potential method for in vitro T cell priming

박경화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4차

In vivo MR evaluation of macrophage migration in transplantation model

이진성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5차
4월 1일
		

Surface Display & Directed Evolution : Bridging the Gap Between Discovery
Science and Industrial Application

김의중 박사 ((주)제너포커스 대표이사)

6차

4월 8일

줄기세포와 암 연구에 있어서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의 활용

추인선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차

4월 22일

Immunotherapy using B lymphocytes as antigen presenting cell

김태규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8차

4월 29일

The Role of Toll-Like Receptor 4 in LPS-induced lymphangiogenesis

강신애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3월 11일

3월 25일

1/4분기, 2/4분기 사업단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서울대학교병원 내 임상의학 연구소 제1회의실에서 2월 17일(화), 2월 24일(화) 2회에
걸쳐 각 세부 과제별로 1/4분기 연구진행 과정 및 연구 성과에 관한 발표와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1/4분기 사업단 단위과제별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5월 19일(화), 5월 26일(화)에 서울대학교병원 내 임상의학연구소 제1회의실에서
2/4분기 사업단 세부과제별 단위과제별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 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사업단장과 평가위원, 세부과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보고 및 평가회의에서 각 세부
과제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 세포치료의 연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된 연구 성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선정한 신성장동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
시키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신성장동력을 통합, 공개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 및 국민적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총 160여개의
민·관 업체가 참여하는 전시회를 비롯하여, 세계적 경영컨설턴트인 톰 피터스 박사와
최태원 SK회장의 기조강연이 포함된 컨퍼런스 및 미래 신성장동력 스마트 R&D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새 성장엔진으로 선정된 3대 분야
17대 신성장동력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본 사업단은 한국전력공사, KT, 현대자동차, 삼성 SDI, 삼성 SDS, 포스코건설, LG생명과학 등 민·관 공동으로
참여한 3대 분야(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17개 전시관 그리고 3개의 특별 전시관이 포함된 총583개의 부스 중
“고부가 서비스산업-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 전시 부스를 마련하여 첨단 세포치료법의 연구개발 현황 및 성과, 그리고 메디
클러스터 사업의 당위성과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알리고, 성공적 사업완수를 위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앞장서고
있음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EPC) & Vasculogenesis Workshop
사업단은 4월 15일 세포치료 연구자를 비롯한 각 분야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EPC) & Vasculogenesis Workshop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김효수 사업부단장의 개회사를 시작
으로 진행된 이번 workshop은 심혈관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연구동향 에 대한 발표와 이의 활발한 질의응답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번 workshop을 통해 Endothelial Progenitor Cell (EPC)을 이용한 실험 및 전임상 실험에의 EPC 응용, 그리고 허혈성 심혈관
질환을 대상으로 한 최신 줄기세포 치료 현황 등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대식세포나 혈관내피세포와의 비교를 통한 혈관내피전구세포의 허혈 조직
내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 기전과 장기 효과에 대한 연구

윤창환 박사 (서울대병원)

microRNAs and cell fate transition control

김계성 교수 (한양대 의대)

Development of curative treatment modalities for erectile dysfunction
targeting endothelial cell regeneration

류지간 교수 (인하대 의대)

Angiogenic and hematopoietic reconstitutions using stromal-vascular
fraction derived from adipose tissue

고규영 교수(KAIST 생명과학과)

Exosomes are nano-sized extracellular organelles

고용송 교수 (포항공대)

The effects of Rho kinase inhibition in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조영애 교수 (가톨릭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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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Therapy 연구의 국제적 동향
Keystone Symposium 참석
본 사업단의 권유욱, 조현재 교수(2단위)는 2009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미국 North
Carolina, Asheville에서 열린 Keystone Symposium에 참석하였다. "Cardiac Disease:
Development, Regeneration, and Repair"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200여명의 관련 연구자
들이 모여 각자의 연구 분야에 대하여 발표하고 매우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진 학회였다.
우리 사업단에서도 최근 연구 성과를 “New mechanism of rosiglitazone to reduce neointimal
hyperplasia: Activation of glycogen synthase kinase-3 beta followed by inhibition of
MMP-9"과 ”Activation of protein kinase G(PKG) modulates vascular smooth muscle cell
(VSMC) phenotype and reduces neointimal hyperplasia after angioplasty"라는 두 가지
주제로 발표하여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 iPS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인 Children's hospital Boston의 George Daley박사가 기조강연을 하였는데, reprogramming cell과 stem cell을 어떻게
임상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하여 강의를 하여 많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 외에도 캐나다의 University Health Network, McEwen centre의 Gordon Keller 박사도 plenary lecture에서 mouse와
human pluripotent stem cell로부터 cardiovascular development를 조절하는 기전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들을 발표하였으며,
총 30명의 Cardiac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연구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 및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결과들을 공개함으로써 이 학회에 참석한 모든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학회를 통하여, 본 사업단에서 수행중인 많은 연구들이 결코 세계수준에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수행할 과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경험이었다.

Annual Rachmiel Levine Diabetes and
Obesity Symposium 참석
박상규 교수(4단위)는 2009년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Anaheim에서 개최된
9th Annual Rachmiel Levine Diabetes and Obesity Symposium에 참석하였다. 이 학회는
Dr. Rachmiel Levine을 기념하기 위한 학회로 매년 city of hope의 주최로 이루어지고 있다.
Dr. Levine은 최초로 insulin을 recombinant protein으로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glucose
transport에 insulin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증명하였다. 본 symposium은
매년 California 지역에서 개최되며 약 300여명의 임상 및 기초연구자들이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는 학회이다. 큰 규모의 학회에 비해 비록 규모는 작지만 토론에 있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이 오가는 학회로 여겨진다. 이 학회는 특히 1형 당뇨의 원인 및 치료법 연구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경우 4일 동안 islet development & regeneration, beta cell survival and death, diabetes genetics,
Immunology of type 1 diabetes, regulation of islet function, islet preparation등의 주제로 구성된 12개의 session으로 진행
되었고 열기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본 참석자는 islet transplantation에 있어 islet isolation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functional regulation에 대한 많은 숙제를 안고 온 학회로 여겨진다.

우수 연구 논문 발표 지원
본 사업단의 1단계(2006.12. 1 ~ 2008.11.30) 연구 수행결과 총 214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 중 44편이 사업단 지원을 표기
하여 각기의 연구 성과를 알림과 동시에 사업단 운영 성과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사업단 소속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2단계(2008.12. 1~) 사업 개시 후 SCI(E)에 게재된 연구 논문
발표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3차년도 상반기(2009년 5월 말 현재) 에 총 9편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연구 논문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Impact Factor

권유욱
제1저자

New Mechanism of Rosiglitazone to Reduce Neointimal
Hyperplasia; Activation of Glycogen Synthase Kinase-3β
Followed by Inhibition of MMP-9

Arteriosclerosis, Thrombosis, and
Vascular Biology
2009(Apr); Vol.29: 472-479

7.22

박경수
책임저자

The Effect of Composite Pig Islet-Human Endothelial
Cell Grafts on the Instant Blood-Mediated Inflammatory
Reaction

Cell Transplantation
2009(May); Vol.18: 31-37

3.87

박상규
제1저자

ATP Measurement Predicts Porcine Islet Transplantation
Outcome in Nude Mice

Transplantation
2009(Jan); Vol.87: 166-169

3.64

김훈
책임저자

Accelerated Bone Healing using Atelocollagen-based
Solution Containing Bone Marrow-derived Mononuclear
Cells (ASTEM-B) in Animal Bone Defect Model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2008(Oct); Vol.5: 939-944

1.50

김영수
책임저자

Crystal Structure of the N-terminal Domain of
Anaphase-Promoting Complex Subunit 7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009(May); Vol.284: 15137-46

5.60

서정원
제1저자

Vitamin K Epoxide Reductase Complex Subunit 1 gene
Polymorphism is Associated with Atherothrombotic
Complication after Drug-Eluting Stent Implantation:
2-Center Prospective Cohort Study

American Heart Journal
2009(Jan); Vol.157: 908-912

3.60

안용운
제1저자

Presence of Membrane-Bound TGF-ß1 and Its
Regulation by IL-2-Activated Immune Cell-Derived IFN-γ
in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 Cell Lines

Journal of Immunology
2009(Feb); Vol.182: 6114-6120

6.07

김영수
책임저자

O-GlcNAcylation disrupts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Homo-Tetramer Formation and
Mediates Its Nuclear Translocation

Biochimica et Biophysica Acta Proteins and Proteomics
2009(Feb); Vol.1794: 254-262

3.10

임성희
책임저자

Dose-Related Cytoprotective Effect of Aalpha-Lipoic Acid
on Hydrogen Peroxide-Induced Oxidative Stress to
Pancreatic Beta Cells

Free Radical Research
2009(Jan); Vol.43: 68-77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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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연구소식지

사업단 활동 (2008.12 ~ 2009.05)
2009. 1. 31

2008년 사업단 연보 발간 및 배포

2009. 2. 17 / 2. 24

1/4분기 세부과제 실적 점검 및 평가회의

2009. 3 ~ 4

수요 세미나 개최(총 8회)

2009. 4. 15

Cross-sectional workshop I ;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EPC) & Vasculogenesis

2009. 5. 19 / 5. 26

2/4분기 세부과제 실적 점검 및 평가회의

2009. 5. 21

2009 IRICT Spring Symposium “Present and Future of Cell Therapy in Korea" 개최

2009. 5. 26 ~ 28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 참가

하반기 사업단 학술행사 (2009.06 ~ 2009.11)
2009. 8. 18 / 8. 25

3/4분기 세부과제 실적 점검 및 평가회의

2009. 9 ~ 10

수요 세미나 개최(총 7회)

2009. 9. 2

Cross-sectional workshop II

2009. 9. 16 ~ 9. 18

BIO Korea 2009 전시회 참가

2009. 11. 12

The Third International Cell Therapy Conference (장소 :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2009. 11. 17 / 11. 24

4/4분기 세부과제 실적 점검 및 평가회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출구
장례식장
본원
서울의대 동문
임상의학연구소

창
경
궁
로

어린이병원 별관 4층 첨단 세포·유전자치료센터 내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일반
주차장

시계탑

치과병원
서울의대 정문

어린이병원

대
학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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