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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and Future of Cell Therapy

‘춘계 심포지엄’
5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
서울대학교병원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단장 박영배 교수)은
2010년 5월 27일(목) 국내외 세포치료 연구자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연구자 3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세포치료 연구의 현재와 미래 (Present and Future of Cell
Therapy)'라는 주제로 ‘제4회 춘계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박영배 사업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MSC를 이용한 골-연골의 재생”, “성인의 줄기세포의
노화에서 발생되는 후생적 변화”, “SDAC를 이용한 항암 면역치료” 등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개발 현황이 국내외 세포치료개발 전문가
14명에 의해 심도 깊게 다루어졌다.
특히 Karolinska Institutet, Sweden의 Per-Olof Berggren 박사의
“In vivo Imaging of Pancreatic Beta-Cell Signal-Transduction”에
대한 특별강연과 함께 세포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 대하여
활발한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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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이 세포
치료분야에서의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증대와 공동 발전을 통하여 세포
치료 연구의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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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동정
박영배 사업단장,
2010년 순환기관련학회 춘계 통합학술대회 개최

사업단장 박영배 교수(대한심장학회 이사장)는 2010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에 걸쳐 부산 벡스코에서 2010년 순환기
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및 제 5회 아시아태평양 심부전학회(APCHF)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금번 춘계 통합학술대회에는 대한심장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회원 약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장혈관학 분야 연구자들이 학술적 성과를 활발히 교환하였다.
박영배 단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한 심장학회의 ‘Beta Blockade in Heart Failure’라는 주제와 한국 지질·동맥경화학회의
‘Problems in Women's cardiovascular Health’를 주제로 한 세션의 좌장을 맡았으며, 이외에도 본 사업단의 김효수 사업부단장을
포함한 오세일 교수, 강현재 교수, 조현재 교수의 연구 성과 발표가 함께 이어졌다.

김효수 사업부단장,
▶ 2010년 미심장학회(ACC) 및 제14회 국제내분비학회 학술대회 주제 발표
▶ 2010년 생화학분자생물학회(KSBMB) 연례국제학술대회 주제 발표

사업부단장 김효수 교수는 2010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에 걸쳐 미국 죠오지아 애틀란타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지난 4년간 수행해온 다기관/무작위배정 전향적 임상연구인 ‘CILON-T'의 최초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0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에 걸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국제내분비학회 제14회 학술대회에서 ‘혈관줄기세포의
기능항진 전략’의 주제로 초청강연을, 2010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서울 COEX에서 열린 2010년 생화학분자
생물학회 연례국제학술대회에서 ‘줄기세포의 동원 기전’에 대한 초청강연을 하였다.
김효수 교수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대회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열띤 호응을
얻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세포 치료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한편, 우리나라의 세포치료 연구 수준이 세계적
수준임을 재확인하는데 기여하였다.

첨단 세포·유전자 치료센터 임상실험실 리모델링

GMP 실험실

무균 실험실

액체질소 TANK

서울대학교병원은 전 세계적으로 난치 질환에 대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국제화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의료 시장에 발맞추기 위해 표준화된 시설
및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세포 치료제 및 유전자 치료제의 제조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체계에 적합한 실험실을 운영하고자 첨단
세포·유전자 치료센터 임상실험실의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기존 시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갱의실 및 전실을 구축하고 실험실 2개소 및
준비실을 완공함에 따라 허가 임상가능 실험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초 연구 및 임상 연구용 세포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된 세포치료제의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첨단 세포·유전자 치료센터장 김효수 교수는 “실험실 리모델링으로 센터의 시설 및 설비는
최첨단 의료분야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최첨단 시설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세포·유전자의 최첨단 연구와 이의 첨단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앞으로의 임상실험실
운영 취지를 밝혔다.

2010년도 1/4분기, 2/4분기 사업단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서울대학교병원 내 임상의학연구소 제1회의실에서
세부 과제별 연구진행 과정 및 연구 성과에 관한 발표와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1/4분기 사업단 단위과제별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를 2월
23일(화), 3월 2일(화)에, 5월 18일(화), 5월 25일(화)에 2/4분기 사업단 연구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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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연구성과를 얻고자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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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Workshop
사업단은 SIGMA-ALDRICH와 공동으로 4월 19일(월) 세포치료 연구자를 비롯한 각 분야 2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Stem Cell Applications : Reprogramming Through Therapeutics의 주제로 워크숍을 성황
리에 개최하였다.
Justin Wildsmith (SIGMA-ALDRICH)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유전적 조작이 없는 다능성 줄기세포의
유도, reprogramming된 다능성 줄기 세포에 대한 평가 및 줄기 세포와 단백질의 상관 역학 등 다양한 발표와 함께 활발한
질의응답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세포 치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본 사업단의 조현재 교수는 ‘Induction of Pluripotent Stem Cells from Adult Somatic Cells by Protein-Based Reprogramming
without Genetic Manipulation’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권유욱 교수는 ‘쥐의 배아줄기세포
추출에 의해 만들어진 iPC에 대한 유전적, 후생적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포 치료 분야의 연구 동향과 유용한 실험 기법
등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Induction of Pluripotent Stem Cells from Adult Somatic Cells by

Hyun-Jai Cho, M.D., Ph.D.

Protein-Based Reprogramming without Genetic Manipulation

(IRIC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The Use of Extracellular Matrix Scaffolds in Stem Cell Research
Applications
Protein Dynamics in Maintaining Pluripotency and
Differentiation of Human Embyonic Stem Cells

Shenglan Cao, Ph.D. (Sigma)

Bonghee Lee, DVM, PhD (University of Gachon)

Targeted Genome Editing in Stem Cells

Trevor Collingwood, PhD (Sigma)

Reprogramming Codes for Induction of Pluripotency

Huck Hui Ng, PhD (Genome Institute of Singapore)

Modulation of Gene Expression in Stem Cells Using RNA Interference

Trevor Collingwood, PhD (Sigma)

Pluripotency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iPSCs)

Shaorong Gao, PhD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Sciences, China)

Genetic and Epigenetic Analysis of Induced Pluripotent Stem

Yoo-Wook Kwon, PhD

Cell (iPSCs) Generated by Mouse Embryonic Stem Cell Extract

(IRIC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세포치료사업단 수요세미나 (2010년 3월 ~ 4월, 총 9회)
1차

3월 3일

세포치료제 기술의 특허전략 (Patent Strategies for Cell Therapy)

양부현 변리사 (제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2차

3월 10일

Role of Galectin-3 on Gastric Cancer Metastasis

전경희 박사 (국립암센터)

3차

3월 17일

골수유래 단일성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개발과 적용

이택기 박사 (인하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4차

3월 24일

NK cell Differentiation and Therapy

최인표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차

3월 31일

Tissue Engineering and Stem Cell Therapy for
Cartilage and Bone Regeneration

김병수 교수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6차

4월 7일

Embryonic Stem Cell-like Cells
Established by Culture of Adult Ovarian Cells in Mice

공승표 박사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7차

4월 14일

Crosstalk Between Two Energy Sensors,
AMPK and KATP Channels in Pancreatic Beta Cells

호원경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8차

4월 21일

생체 분자영상 및 치료 기술
(In vivo Molecular Imaging and Therapy Technology)

최용두 박사 (국립암센터 분자영상치료연구과)

9차

4월 28일

Analysis of Mitochondrial Morphology
and Function in Insulin-Releasing Cells

박규상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포치료 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단은 2010년 1월 19일(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세미나실에서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EPC) 분리 및
배양법’을 주제로 심혈관 세포치료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인제대학교 세포치료 관련 연구원 3명을 포함한 원내외 다수의 연구진들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 본 사업단의 이세원 교수 및
실험 조교는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혈관전구세포(EPC) 분리·배양법과 혈관내피세포(HUVEC)
배양법의 실험 방법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전문 기술을 전수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연구원들은 EPC, HUVEC를 직접 분리·배양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실험 기법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세포치료에 관한 전문가를 위해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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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연구 논문 발표 지원
사업단 소속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4차년도 상반기(2010년 5월 말 현재)에 SCI(E)에 개재된 사업단 지원표기
연구논문 총 12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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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호
책임저자

Recruitment of Sprouty1 to immune synapse
regulates T cell receptor signaling

Journal of Immunology

6.00

엄현석
제1저자

Bortezomib, thalidomide, dexamethasone induction therapy
followed by melphalan, prednisolone, thalidomide consolidation therapy
as a first line of treatment for patients with multiple myeloma who
are non-transplant candidates: results of the Korean
Multiple Myeloma Working Party (KMMWP).

Annals of Hematology

2.45

전희숙
책임저자

Amelioration of hyperglycemia by intestinal
overexpression of glucagon-like peptide-1 in mice

J Mol Med

4.37

문우경
책임저자

Comparison of lymph node metastases assessment
with the use of USPIO-enhanced MR imaging at
1.5 T versus 3.0 T in a rabbit model

J Magn Reson Imaging

2.50

엄현석
제1저자

Detection of circulating lymphoma cells in patients
with non-Hodgkin lymphoma using MAGE-A3 gene
expression in peripheral blood.

Leukemia Research

2.39

성승용
책임저자

CD14 but not MD2 transmit signals from DAMP.

International
Immunopharmacology

2.16

박경우
제1저자

Does "late catch-up" exist in drug-eluting stents: insights from a serial
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 analysis of sirolimus versus
paclitaxel-eluting stents.

American Heart Journal

4.29

문우경
책임저자

The effects of clinically used MRI contrast agents on the biological
properties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NMR Biomed

2.41

전희숙
책임저자

In vivo regeneration of insulin-producing β-cells

Adv Exp Med Biol

0.66

김태우
책임저자

Ectopic Expression of X-linked Lymphocyte-Regulated Protein pM1 (XLR)
Renders Tumor Cells Resistant to Anti-Tumor Immunity

Cancer Research

7.51

이상진
책임저자

The development of the conditionally replication-competent adenovirus:
replacement of E4 orf1-4 region by exogenous gene.

Journal of Gene Medicine

3.10

박경우
제1저자

'Real World' Comparison of Drug-Eluting Stents
vs Bare Metal Stents in the Treatment of Unselected Patients With
Acute 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Circulation Journal

2.39

World Stem Cells &
Regenerative Medicine Congress 참가
본 사업단의 이은주 교수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World Stem Cells & Regenerative Medicine
Congress에 참석하였다. 줄기세포의 사업화에 대한 각 제약 회사들의 전략과 FDA와의 공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현재의 cell therapy에 대한 업체들의 분석은 3rd generation이 출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1st는 분화된 세포를 주입하여 환자의 조직을 augmentation시켰던 structural approach, 2nd는 cell therapy with MSC의
catalytic approach로 규정 하고, 3rd는 tissue engineering으로 이것이 현재의 1, 2세대 cell therapy를 넘어 향후 시장을 주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분화 세포의 이용과 drug discovery에 적용도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었는데, 기존의 cell
therapy에서 묻혀있던 배아 줄기세포는 iPS 세포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주목을 끌며 cell therapy의 큰 방향을 주도 하고 있었고,
이중 한 회사가 배아줄기세포의 분화된 세포를 이용하기 위해 mass production → homogenous progenitor의 증폭 → 자동화된
분화 공정을 만들어 ‘cell factory’화 한 사례를 발표하였었다(i-stem).
이러한 cell therapy의 최종적용은 임상으로 FDA의 규제가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업체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FDA와 pre-IND meeting을 가지면서 초기부터 전략적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약청과
마찬가지로 cell therapy에 대한 규정화된 시스템이 없어, 9개월 이상의 on hold를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었으나,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더욱더 FDA와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줄기세포연구를 bench
에서 operating room으로 끌어 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congress였다.

Transitional Research
Forum for Regenerative Medicine 참가
사업단 사무국의 이명선 팀장은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윈스턴-세일럼 시에서 개최된 Transitional
Research forum for Regenerative Medicine에 참석하였다. 재생의학의 전망과 중개 연구의 필요성, 연구에서 임상으로의 중
개 연구의 실제와 연구개발 자본 유치 모델, 상업화 전략, 법규 및 상환 전략 등 각 주제에 따른 강의와 전문 토론, 패널 토의
의 진행에 이어 재생의학 분야의 세계적 우수 적용 사례 발표와 과학적 발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미 육군 의료 연구 및 군수사령부(U.S. Army Medical Research & Materiel Command)와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참석자들이 연방정부의 재생의학 분야 연구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 계획을 알려 연구자들의 연구 의지를 북돋았고,
캘리포니아 재생의학 연구소 Robert N. Klein의 기조 연설은 주정부로부터 대규모 연구지원을 받은 첫 번째 사례에 대한 배경과
경과를 들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DeNovo Ventures, Livingston Securities 등 다수의 벤처투자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벤처
포럼에서는 18개의 기업이 저마다의 기술을 알리는 좋은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다소 부진했던 재생의학 분야로의 벤처 투자가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내용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Regenerative Medicine Foundation이 주관하고 Wake Forest대 재생의학연구소와 윈스턴-세일럼 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의
전반적 진행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 또한 큰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학계와 관련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전문기업, 벤처투자회사, 지방 행정기관과 군 연구진까지 재생의학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
놀라웠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였다. 앞으로 우리 연구진의 세계적 연구수준을 널리 알리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투자 유치, 산업화 등 다각적 지원이 함께 따라야 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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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연구소식지

사업단 활동 (2009.12 ~ 2010.05)
2010. 1. 19

세포치료 전문가 양성 교육 -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EPC) 분리 및 배양법"

2010. 2. 23 / 3. 2

1/4분기 세부과제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2010. 3 ~ 4

수요 세미나 개최(총 9회)

2010. 4. 19

Technology Workshop
"Stem Cell Applications : Reprogramming through Therapeutics"

2010. 5. 18 / 5. 25

2/4분기 세부과제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2010. 5. 27

2010 IRICT 춘계 심포지엄 개최 - "Present and Future of Cell Therapy in Korea"

하반기 사업단 학술행사 (2010.06 ~ 2010.11)
2010. 6. 30

Cross-sectional workshop

2010. 8. 24 / 8. 31

3/4분기 세부과제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2010. 9. 1 ~ 9. 3

Bio Korea 2010 전시회 참가

2010. 9 ~ 10

수요 세미나 개최(총 6회)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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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출구
장례식장
본원
서울의대 동문
임상의학연구소

창
경
궁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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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차장

시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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