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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ell Therapy
- 세포치료의 세계적 연구동향·공유의 장 마련 서울대학교병원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단장 박영배 교수)은
2010년 11월 11일(목) 국내외 세포치료 연구자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연구자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제4회
세포치료 국제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세포치료 연구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세포치료 연구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박영배(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 사업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일본 RIKEN의 Shin-Ichi
Nishikawa 박사, 미국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Anna
Moore 박사, 호주 Peter MacCallum Cancer Centre의 Phillip K.
Darcy 박사 및 서울대학교병원 김효수 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조직 특이성 줄기세포치료 (Tissue Specific Stem Cell Therapy), 항암
면역세포치료(Cancer Immune Cell Therapy), 당뇨병의 세포치료(Cell
Therapy for Diabetes) 및 골-연골재생을 위한 세포치료(Cell Therapy
in Orthopedics)를 주제로 하여 21명의 세계 각국 석학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함께 열띤 토론의 장이 열림으로서 여느 해보다 풍성한
학술적 교류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세포치료 분야의 전망을 모색
하고 신뢰 높은 협력체계를 정립하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세포치료 연구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연구 및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세포치료 연구를 선도하는
본 사업단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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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동정

박영배 사업단장
▶ 대한심장학회 제54차 추계학술대회 참석
▶ 2010년 11월 미국 심장학회(AHA) 연례 학술대회 참석
▶ 국제줄기세포연구학회 학술대회 참석
사업단 단장인 박영배 교수는 지난 2010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심장
학회 제54차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1,100여명의 심장학회 회원을 포함, 국내 외 2,5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영배 단장은 Plenary Session 및 Controversies in Coronary Artery Disease의 좌장을 맡아 심질환 연구와
진료의 최신 지견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외에도 본 사업단의 김효수 교수를 포함한 강현재 교수, 조현재 교수,
최동주 교수의 주제 발표 및 논문 발표도 이어졌다.
또한 2010년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줄기세포연구학회(ISSCR) 학술대회와 11월 13일
부터 21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 발표와 함께 학술적 성과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효수 사업부단장
▶ 2010 Transcatheter Cardiovascular Therapeutics(TCT) 참석
▶The 1st International Society for Cellular Therapy(ISCT)
Asia-Pacific Regional Meeting 참가
▶ 2010 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ISSCR) 참석
사업부단장 김효수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21일부터 25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관상동맥중재학회
(Transcatheter Cardiovascular Therapeutics 2010)에 참석하여 국내 15기관이 참여한 EXCELLENT-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최신 스텐트인 Xience와 기존 최고 성능의 Cypher 스텐트를 비교한
연구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late-breaking clinical trial로 선정되어 main arena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공식 기자회견을 요청하였고, 전문지/전문웹사이트 4군데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서 보도가 널리 되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
하는 본 학술대회는 전 세계 90여 개국 1만 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권위 있는 학술회의로서 이번 학회에서는 100여 편의
구두발표와 400여 편의 포스터 발표 및 100시간 내외의 실시간 중재시술을 통해 심장혈관학 분야의 최신지견 및 첨단
중재시술 기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김효수 교수는 2010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미야자키에서 개최된 제1회 ISCT(International Society for Cellular
Therapy) Asia-Pacific Regional Meeting의 Regenerative TherapyⅡ - Blood Vessel Myocardium 세션에서 좌장 및 연자로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010년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제8회 국제 줄기세포연구학회 학술
대회에 참석하여 세포치료 분야 연구의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세포치료 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경수 교수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기획부장 임명

서울대학교병원은 임상의학연구소 연구기획부장에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 내과 박경수 교수를 2010년 6월 21일자로 임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1998년 준공되었으며 국제적인 수준의 체계적
이고 조직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임상의학 관련분야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보건향상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연구기획부는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기획은 물론 재원 확보 및 관리, 제반시설 개선, 유지의 업무 등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기획부장으로 임명된 박경수 교수는 한국인 당뇨병의 유전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힘을 쏟아 Nature genetics, PLoS
Genetics, Diabetes 등 유수저널에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 공로로 2009년에는 보건산업기술대상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과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및 당뇨병학회 설원학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연구센터 센터장 및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분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박경수 교수는 이번 임명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국제적 선두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0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우수 연구자 학술상 수상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2010년 11월 18일, 병원 의학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위상과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 연구자를
선정하였다. 본 사업단에서는 순환기 내과 김효수 교수(사업부단장)가 지석영 의학상을, 내분비 내과 박경수 교수가 명주완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김효수 교수

내과, 송촌 지석영 의학상

박경수 교수

내과, 명주완 의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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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KOREA 2010 참가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지난 9월 1일(수)~9월 3일(금) 3일간 삼성동
코엑스 Hall C에서 개최된 제5회 BIO KOREA 2010 Conference & Exhibition에 참가하였다.
바이오 강국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한국 바이오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한국
무역협회, 충청북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BIO KOREA 2010은 지속적인 정부의
후원에 힘입어 국제적 전문기술정보 및 기술사업화의 장으로 발돋움한 행사로서 국내외
바이오 관련 업체 450개사가 참가했다.
2007년 제2회 행사부터 4년째 꾸준히 참가해오고 있는 본 사업단은 행사장 내 부스설치를
통하여 사업단 세포치료 연구의 개발 단계 및 기술동향을 홍보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홍보물 및 연구 성과 발간물의 배포를 통해 인식의 확대와
산학연 교류에 이바지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0년도 3/4분기 사업단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서울대학교병원내 임상의학연구소 제1회의실에서
8월 24일(화), 8월 31일(화) 양일에 걸쳐 각 세부 과제별로 3/4분기의 연구진행 과정 및
연구 성과에 관한 발표와 그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해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3/4분기 사업단 단위과제별 연구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업단장과 외부 평가위원, 세부과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보고 및 평가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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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술 산업화 교육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의료기술 산업화 실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바이오산업 환경 동향과 라이센싱을 주제로 8월 18일(수), 8월 25일(수) 양일에
걸쳐 서울대학교병원 내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 회의실에서 의료기술 산업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업단 소속 연구원 및 외부 연구자 등 각 회별로 20명 내외의 참석자가 자리한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실장을 초청하여 8월 18일(수)
에는 “Understanding of Open Innovation as a Global Key Trend”라는 주제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8월 25일(수)에는 “Overview of Licensing as a Key Factor in the Open Innovation Era"의
주제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라이센싱 활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무 전문성을 배양
하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세포치료 전문가 양성 교육 Ⅱ
세포치료 전문가 양성 교육이 8월 30일(월), 9월 16일(목) 양일간 진행되었다.
8월 30일(월)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세미나실에서 Harvard Medical School의 오성환 박사를 초빙하여
"18-S E series resolvins : Noble Biosynthesis and Actions of Pro-Resolving Lipid Mediators"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9월 16일(목)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내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 회의실에서 (주)지노메트릭 이선우 선임연구원을 초청하여
사업단 소속 실험실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Expression Microarray 실험 및 분석, Miroarray의 활용 가능 분야, FFPE sample을
이용한 Expression Microarray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단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연구 현장의 최신 기법을 소개함으로써 연구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많은 세포치료
연구자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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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 사업단 수요세미나 (2010년 9월 ~ 10월, 총 6회)

1차

9월 8일

Biosimilars : Regulatory Considerations

2차

9월 15일

The Efficient and Safe Method for Generating Induced
Pluripotent Stem (iPS) Cells by Extract of iPS cells

3차

9월 29일

Chemical Toxicant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cause Oxidative DNA Damage and Cell Transformation via
The Metabolic Activation of Aldo-keto Reductases

4차

10월 6일

Epigenetic Regulatory Mechanisms Involved in
Human Multipotent Stem Cell and Senescence

5차

10월 20일

X-linked Lymphocyte-Regulated Protein pM1 (XLR) as
a Cancer Stem Cell Factor

6차

10월 27일

Tissue Regeneration Through External Stimulation
(외부자극을 이용한 조직재생)

서수경 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첨단제제과)
권유욱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박종흠 교수
(서울대학교 BK21사업단)
정지원 연구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난치성질환과)
김태우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황순정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Cross-Sectional Workshop Ⅱ
사업단은 지난 10월 13일(수) 세포치료 연구자를 비롯한 각 분야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Current Trends of Biotherapy for Cancer"의 주제로 사업단 하반기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성승용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면역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연구 및 앞으로의
전망 등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면역세포를 이용한 암 치료제
개발의 현황 등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Mycobacterium tuberculosis Heparin-Binding Hemagglutinin is a Novel Toll-Like
Receptor 4 Agonist : Implication for DC-Based Antitumor Immunotherapy as an
Immunotherapeutic Adjuvant
Reduced-Intensity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Children with
Neuroblastoma who had Experienced Failed Tandem Autologous Stem Cell
Transplantation
Designing Therapeutic Antibodies : Current Shortcomings and Future Prospects
Gene-Based Therapeutic Cancer Vaccine for Her-2/neu Expressing Cancers
Development Trends in Immune Cell Therapy Products for Cancer

신성재 교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성기웅 교수 (삼성의료원)

정준호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승신 박사 (ViroMed Co., Ltd.)
진미령 연구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첨단제제과)

Zinc Finger Nuclease 워크숍 참가
본 사업단의 권유욱 교수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국립대학 의생명 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Biology, Singapore)
에서 개최된 Zinc Finger Nuclease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전 세계 생명공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Sigma-Aldrich에서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싱가포르, 일본, 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뿐 아니라,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양한 나라
에서 20명의 소수만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본 사업단은 이전부터 Sigma-Aldrich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포치료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기에 초청 받게
되었다.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짧은 시간에 생명 공학 전반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Targeted Genome Editing 기술을
전수하고자 하는 시그마의 노력이 돋보였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6시까지 강의와 실기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Genome Editing과 Zinc Finger Nuclease에 대한 일반적 지식 전달에서 시작하여, 세포에 전달하는 기전 및 방법, 돌연변이를
유도하는 방법, 실험 단계별 검증하는 방법, 끝으로 세포치료에 응용하는 방법과 동물실험을 통한 적용사례를 차례대로 강의하고,
질의 및 응답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실험을 통하여 Zinc Finger Nuclease를 이용한 Genome Editing의 모든 필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문을 바로 해결할 수 있었다. 실험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샘플과 세포를 이용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중간 중간 기다리는 시간동안 강의를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는 점은 앞으로 본 사업단에서 유사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워크숍의 모든 강의 및 실험의 진행은 Zinc Finger Nuclease를 직접 개발한 개발자와 본사에서 실험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진행하여 향후 이를 이용한 연구를 하게 되면 직접 정확한 교류가 가능하여 더욱 효율적인 연구가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실
제로 사업단에서 이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세포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첨단
실험기법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ZFN-Mediated Targeted Genome Ed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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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연구소식지

사업단 활동 (2010.6 ~ 2010.11)
2010. 8. 18

의료기술 산업화 실현 교육(1차)
Understanding of Open Innovation as a Global Key Trend

2010. 8. 24 / 8. 31

3/4분기 세부과제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2010. 8. 25

의료기술 산업화 실현 교육(2차)
Overview of Licensing as a Key Factor in the Open Innovation Era

2010. 8. 30

세포치료 전문가 양성 교육
18-S E series resolvins : Noble Biosynthesis and Actions of Pro-Resolving Lipid Mediators

2010. 9. 1 ~ 3

BIO KOREA 2010 참가

2010. 9. 16

세포치료 전문가 양성 교육
Expression Microarray 실험 및 분석, Miroarray의 활용 가능 분야,
FFPE sample을 이용한 Expression Microarray

2010. 9 ~ 10

하반기 세포치료 사업단 수요 세미나 개최(총 6회)

2010. 10. 13

Cross-Sectional Workshop Ⅱ : Current Trends of Biotherapy for Cancer

2010. 11. 11

2010 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ell Therapy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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