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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and Future of Cell Therapy

‘춘계 심포지엄’
5월 26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
서울대학교병원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단장 박영배 교수)은
2011년 5월 26일(목) 국내외 세포치료 연구자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연구자
2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세포
치료 연구의 현재와 미래 (Present and Future of Cell Therapy)'라는 주제로
‘제5회 춘계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박영배 사업단장의 개회
사를 시작으로 “연골 재생을 위한 세포 치료”, “진행암에서의 자연살해세포
치료", "베타 세포의 증식 조절", “줄기세포를 이용한 조직손상 치료”등 분야
별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개발 현황이 국내외 세포치료개발 전문가 14명에
의해 심도 깊게 다루어졌다.
특히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Hideho Okada 박사의 “Promotion of
Type-1 Response for Effective Brain Tumor Immunotherapy”에 대한 특별강
연에서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과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세포치료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뿐만 아니라 임상 연
구자들의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질 수 있었
으며 앞으로도 본 사업단이 개최하는 학술 행사가 세포치료분야에서의 산
학연의 유기적 협력증대와 공동 발전을 통하여 세포치료 연구의 활성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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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동정

박영배 사업단장,
2011년 미국 심장학회 주최 동맥경화학회 참석
사업단장 박영배 교수는 2011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 심장학회가 주최한 동맥경화학회
에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dipokine Resistin: A Link Between Inflammation And Atherosclerosis의 주제로 adipokine의 일종
인 resistin이 동맥경화에서 유발되는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이며, 그 기전은 resistin이 단핵구를 혈관에 끌어들이
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본 논문의 주저자인 이상언 연구원이 발표하였고, 많은 해외 과학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사업단 연구 성과를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김효수 사업부단장,
▶ 2011년 심혈관질환 세포치료 국제 학술대회 참가
▶ 2011년 제18회 아시아태평양 심장학회 참가
사업부단장 김효수 교수는 2010년 12월 1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8회 한일 혈관생물학 공동 심포지엄에서 "유전자조작
없이 단백질-기초 리프로그래밍에 의한 성체세포로부터의 역분화 만능 줄기세포의 유도“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2011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심혈관질환 세포치료 국제 학술대회에서 ‘MAGIC-5
Combicytokine 임상 시험 결과 : Darbepoetin 및 GCSF의 심장수축부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
으며, 2011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8회 아시아태평양 심장학회에 참가하는 등 권위
있는 국제 학술대회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열띤 호응을 얻음으로써 우리나라
의 세포 치료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한편 우리나라의 세포치료 연구 수준이 곧 세계적 수준임을 재확
인하는데 기여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메디포스트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김효수, 이은주 교수팀, 줄기세포 효능 증진 기술의 실시권 이전 김효수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은주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은 보건복지
부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지원 하에 개발한 ‘줄기세포의 효능 증진에
관한 기술’을 메디포스트에 이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하여 메디포스트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보유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국내 및 전 세계 전용 실시권을 확보하고 특허 기술을 독점 사용할 수 있
게 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계약에 따라 메디포스트로부터 선급 기술료와 함께 임상시험
적용 및 제품 생산 시 추가로 5년간 경상기술료를 받게 되었고, 나아가 메디포스트와
의 줄기세포 분야 연구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 기술을 개발한 연구진 관계자(이은주 교수)는 "본 기술은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줄
기세포의 생존도와 증식력 및 재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
능 향상 및 대량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줄기세포 치료제의
대량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서울대학교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줄기세포 기술력의 완
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의약품 생산 등의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교
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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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1/4, 2/4분기 사업단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서울대학교병원 내 의생명연구원 제1회의실에서 세부 과제별 연구진행 과정 및 연
구 성과에 관한 발표와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1/4분기 사업단 단위과제별 연구 성
과 보고 및 평가회의를 2월 8일(화), 2월 15일(화)에, 5월 17일(화), 5월 24일(화)에 2/4분기 사업단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
의를 각각 개최하였다.
사업단장과 평가위원, 세부과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보고 및 평가 회의에서 각 세부과제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통
해 세포치료의 연구에 관한 최신지견과 함께 단위과제 간 공통관심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보다 발전된 영구성과
를 얻고자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포치료 사업단 수요세미나 (2011년 3월, 총 4회)
1차

3월 9일

Human bone marrow-derived clonal mesenchymal stem cells
alleviated acute pancreatitis by inhibiting inflammatory response

홍순선 교수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차

3월 16일

Dissection of the novel signaling hub, primary cilia

김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3차

3월 23일

Mycobacterium tuberculosis protein Rv0652 enhances the
efficacy of dendritic cell-based tumor immunotherapy

신성재 교수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4차

3월 29일

Taurin-conjugated UDCA and fatty liver

조영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Cross-sectional Workshop;
Vasculogenesis & Angiogenesis
사업단은 4월 14일 세포치료 연구자를 비롯한 각 분야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 연구원 1층 강당에서
Vasculogenesis & Angiogenesis의 주제로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김효수 교수(사업부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혈관 신생 및 혈관 패턴의 새로운 조절인자,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식견, 암 줄기세포와 혈관 신생 등 다양한 발표와 함께 활발한 질의응답의 형태로 진행되었으
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포 치료 분야의 연구 동향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Novel Regulators of Angiogenesis and Vascular Patterning

Therapeutic Effects of CD34+ Progenitors Derived from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in Ischemic Mouse Hindlimbs

권영근 교수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한용만 교수 (KAIST)

AKAP 12 Regulates Vascular and Brain Barrier Stability

김규원 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New Insights into Mesenchymal Stem Cells as Therapeutics

황기철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Cancer Stem Cells and Angiogenesis

김형기 교수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Next Generation Anti-VEGF Antibody F6

박영우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www.celltherapy.re.kr ◀◀◀ 4

5 ▶▶▶

세포치료연구소식지

우수 연구 논문 발표 지원
사업단 소속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5차년도 상반기(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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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diovascular
Therapeutics

2.74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12.5

Int J Mol Med

1.98

Molecular Therapy

6.82

Ateriosclerosis
Thrombosis and Vascular
Biology

7.23

Blood

10.5

박경우
제1저자

Clinical Predictors of High Posttreatment Platelet Reactivity to Clopidogrel
in Koreans

서정원
제1저자

Multicenter Randomized Trial Evaluating the Efficacy of Cilostazol on
lschemic Vascular Complications After Drug-Eluting Stent Implantation
for Coronary Heart Disease

임성희
책임저자

RAGE ligands induce apoptotic cell death of pancreatic beta-cells
via oxidative stress

전희숙
책임저자

Remission of diabetes by insulin gene therapy using a
hepatocyte-specific and glucose-responsive synthetic promoter

박경우
제1저자

Enhanced Clopidogrel Responsiveness in Smokers. Smokers'
Paradox Is Dependent on Cytochrome P450 CYP1A2 Status

이세원
제1저자

COMP-Ang1 stimulates HIF-1{alpha}-mediated SDF-1
overexpression and recovers ischemic injury through
BM-derived progenitor cell recruitment

김태우
책임저자

Enhancement of DNA vaccine potency by antigen linkage to IFN-γ
-inducible protein-10

Int. J. Cancer

4.74

박경우
제1저자

Clinical characteristics coronary drug-eluting stent fracture: insights
from a two-center des registry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0.84

강현재
제1저자

A multicenter,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valuating the
safety and efficacy of intracoronary cell infusion mobilized with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and darbepoetin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study design and rationale of the ‘'MAGIC cell-5-combination cytokine trial’'

Trials

2.02

문우경
책임저자

Magnetosome-like ferrimagnetic iron oxide nanocubes for highly sensitive
MRI of single cells and transplanted pancreatic islets

PNAS, Proc Natl Acad
Sci USA

9.75

김태우
책임저자

Enhancement of DC vaccine potency by activating PI3K/AKT pathway with
a small interfering RNA targeting PTEN

Immunol. Lett

2.86

박경우
제1저자

Cilostazol attenuates on-treatment platelet reactivity in patients with
CYP2C19 loss of function alleles receiving dual antiplatelet therapy:
a genetic substudy of the CILON-T randomised controlled trial

Heart

5.38

Annual Meeting of the
Orthopaedic Research Society 참석
본 사업단의 이재철 교수는(1단위)는 2011년 1월 13일 부터 1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Long Beach에서 개최된 2011 Annual
Meeting of the Orthopaedic Research Society에 참석하였다. 정형외과 분야의 학술대회로 해마다 많은 연구자들이 참석하
고 있으며, 올해는 임상 연구와 관련된 The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개최되었으
며, Musculoskeletal research 분야에 450개의 구연발표를 포함하여 약 2,800개의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으며, 임상의와 기
초연구자들이 함께 패널로 참석하여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던 학회였다.
본 사업단의 1단위과제 책임자인 이명철 교수도 Cartilage와 Tissue Engineering 분야에 4개의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여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으며 심도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이 학회의 관심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Musculoskeletal
Tissue Repair 대한 Stem Cells"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연골과 뼈의 재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stem cells을 이
용한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참석한 연구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조직 공학을 이용한 세포 치료가 앞으로의 연구방
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본 학회를 통하여 Musculoskeletal tissues 재생에 세포치료 연구의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국내 세포치
료 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World Stem Cells &
Regenerative Medicine Congress 참석
사업단 사무국에서는 2011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World Stem Cells & Regenerative
Medicine Congress 에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 행사에서는 유수의 제약 기업과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인허가 관련 기관, 세포
및 유전자 관련 연구자로 구성된 연자들로부터 기존 제약 산업과의 결합, 세포치료와 재생의학의 성공 사례 및 최근 동향, 줄기
세포 연구에 대한 각국의 정책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포치료 및 재생 의학 분야에서 세포기반의 치료에 대한 임상적 교훈 (Stream A)와 역분화 만능줄기세포 생물학의 진전 및 줄
기 세포 분화능 향상을 소주제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약개발 (Stream B)로 나뉘어져 열린 개별 주제 강연에서는
GlaxoSmithKline(GSK), Genzyme, Johnson & Johnson 등 다국적 제약기업에서의 재생의학 신기술 채택과 창업자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삼의 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역분화 만능줄기세포 생물학에서의 새로운 발견
에 대한 이해와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의 실제 적용 등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자가세포 vs 동종세포 치료의 장단점에 대한 실시
간 토론 및 청중 투표를 통해 세포 치료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들을 수 있
었다.
향후 본 사업단도 우수한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투자 유치나 상업화를 돕기 위한 전문가 그룹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에
더욱 앞장서야 함을 재삼 깨닫는 뜻 깊은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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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연구소식지

사업단 활동 (2010.12 ~ 2011.05)
2010. 12. 31

2010년 사업단 연보 발간 및 배포

2011. 2. 8 / 2. 15

1/4분기 세부과제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2011. 3

수요 세미나 개최(총 4회)

2011. 4. 14

Cross-sectional workshop
"Vasculogenesis & Angiogenesis"

2011. 5. 17 / 5. 24

2/4분기 세부과제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2011. 5. 26

2011 IRICT 춘계 심포지엄 개최 - "Present and Future Cell Therapy in Korea"

하반기 사업단 학술행사 (2011. 6 ~ 2011.11)
2011. 8. 16 / 8. 23

3/4분기 세부과제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2011. 9. 28 ~ 9. 30

Bio Korea 2011 전시회 참가

2011. 11. 1

제5회 국제 세포치료 컨퍼런스 (장소 :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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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병원

대
학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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