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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ell Therapy
- 세포치료의 세계적 연구동향·공유의 장 마련 서울대학교병원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단장 박영배 교수)은
2011년 11월 1일(화) 국내외 세포치료 연구자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연구자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제5회 세포치료
국제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세포치료 연구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세포치료 연구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박영배 (서울대학교병원 내
과 교수) 사업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김빛내리 교수,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의 Charles E Murry 교수, Cassian Yee 교수,
Stanford University의 Seung K Kim교수, 일본 Keio Universit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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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연골재생을 위한 세포치료 (Cell Therapy in Orthopedics)
를 주제로 각 분야의 심도 있는 강연과 함께, 패널 토론 (panel
discussion)이 진행되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들의 활발
한 참여와 함께 열띤 토론의 장이 열림으로써 여느 해보다 풍성한 학술적
교류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국내외 세포치료, 임상시험 연구자 및 정
부 부처, 제약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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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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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동정

박영배 사업단장
▶ 국제줄기세포연구학회 학술대회 참석
▶ 2011년 11월 미국 심장학회(AHA) 연례 학술대회 참석
▶ 대한심장학회 제55차 추계학술대회 참석 예정
사업단장 박영배 교수는 2011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국제 줄기세포 연구학회(ISSCR) 에서
Characterization of Novel Circulating Multipotent Stem Cells Derived from Human Peripheral Blood 논문 발표를 시작으
로 11월 12일부터 18일 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 심장학회(AHA) 연례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Bi-Directional
Vascular Calcifying Progenitor Cells Differentiate into Decalcifying Cells Via PPARγ Activation 연제 발표와 함께 학술적
성과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2011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대한심장학회 제55차 추계학술대회에도 참석
하여 Debates on Hot Issues of Coronary Intervention Session의 좌장을 맡고, What I Have Accomplished Session에서
Coronary Vasospasm : 관상동맥 경련에 대하여 특별강연을 가질 예정 등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세포치료 연
구 수준이 세계적 수준임을 재확인 하는데 기여하였다.

김효수 사업부단장
▶
▶
▶
▶

2011
2011
2011
2011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참석
Transcatheter Cardiovascular Therapeutics(TCT) 참석
Asia Pacific Advisory Board-October 참석
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ISSCR) 참석

사업부단장 김효수 교수는 2011년 6월 1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ISSCR) 에
참석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2011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된 TAVI Training 참석, 2011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싱가
포르에서 개최된 바이엘 AP expert forum과 중국 홍콩에서 개최된 Great Mind Symposium 참석,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싱가
포르 Asia Pacific Advisory Board-October 2011 참석, 그리고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심장연구재단이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개최한 2011 TCT에 참석하는 등 권위 있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연제 발표와 학술적 성과를 교환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
였다.
또한,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된 심장학회(AHA)에서는 대한심장학회 대표로 우리나라 R&D현
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냄으로써 우리나라의 세포치료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
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李 대통령,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방문
줄기세포 분야 제도개선 등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6일(금)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원 및 산업계 관계
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줄기세포 R&D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보고회에도 참
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확대, 희귀ㆍ난치성 질환 치료
를 위한 임상ㆍ허가절차 등 관련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보고회에 참석한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은 그간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가 다소 정체되
었음에도 산업계의 역량은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전략적인 투자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확대, 기반구축,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 서울시립보라매병원에 ‘공여제대혈은행’을 설립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온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구개발에 헌신해 큰 성
과가 기대된다”며 “줄기세포 분야 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근경색증 치료 사례 발표에 나선 본 사업부단장 김효수 교수(내과)는 이날 5년내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국내 연구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다.

2010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우수 연구자 학술상 수상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병원 의학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위상과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 연구자를 선
정하였다. 본 사업단에서는 순환기 내과 김효수 교수(사업부단장)가 지석영 의학상을, 내분비 내과 박경수 교수, 영상의학과
문우경 교수가 심호섭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김효수 교수는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지석영 의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총 6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효수 교수

내과, 송촌 지석영 의학상

박경수 교수

내과, 심호섭 의학상

문우경 교수

영상의학과, 심호섭 의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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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KOREA 2011 참가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지난 9월 28일(수) ~ 9월 30일(금) 3일간 삼성
동 코엑스 Hall C에서 개최된 제6회 BIO KOREA 2011 Conference & Exhibition에 참가
하였다.
올해 6회를 맞이한 BIO KOREA 2011은 충청북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등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해외 30개국, 국내외 500여개사가 참가했고 관람객도 1만
4000명을 기록했다.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들은 컨퍼런스, 비즈니스 포럼 및 전시회에
참가해 최신 정보와 기술을 교류해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5회째 참가하는 본 사업단은 연구 성과 발간물 배포 및 세포치료제
연구의 홍보를 위한 부스 설치를 통하여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주목받는 세포치료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우수한 세포치료제 개발 기술 및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등 최신 기술 정
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1년도 3/4분기 사업단 연구 성과 보고 및 평가회의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서울대학교병원내 의생명연구원 제1회의실에서
8월 16일(화)과 8월 23일(화) 양일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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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회의에서는
각 세부과제의 연구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단위과제 간 정보 공유
와 의견의 교환을 통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함으로써 세포치료 연구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나노메디컬 항암 면역 세포치료 신기술 개발
- 복합기능 나노신소재와 면역 세포치료기술을 융합하여, 암 치료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 -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을 수행 중인 생체응용 나노
결정 융합연구단과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하여 나노융합기술 기반의 신개념 항암 면역세포 치료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본 사업단의 성승용ㆍ조남혁 교수팀과 고려대공대 신소재공학부 김영근 교수팀은 속은 산화철, 껍질은 산화아연으로 각기 만
들어진 ‘코어-쉘’ 구조의 나노입자를 제조한 후 수지상세포에 탑재하였고, 동물실험을 통해 종래의 수지상세포 치료기술보다
항암 치료 능력이 뛰어난 결과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이번 나노입자 제조기술은 이미 우리나라와 일본ㆍ미국에 특허가 등록됐으며,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산화아연 복합체 기술은 PCT 출원까지 완료했다.
또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나노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 나
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9월 11일(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사업단 논문 Mesenchymal Cell News 지 Top Story 로 선정
최근 사업단 소속 이은주 교수가 publish 한 논문이 Mesenchymal Cell News 지의 Top Story 로 선정이 되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제대혈 유래 중배엽 줄기세포의 임상 적용에 대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효능 표지
자를 발굴 · 보고한 것으로, 중배엽 줄기세포 최근 논문만을 가려 싣는 Mesenchymal Cell News에서 이은주 교수의 논문을
Top Story 로 선정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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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연구 논문 발표 지원
사업단 소속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5차년도 하반기(2011년 11월 말 현재)에 SCI(E)에 개재된 사업단 지원표기 연구
논문 총 32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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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우
제1저자

High Plasma Interleukin-6 is Associated
with Drug-Eluting Stent Thrombosis

Circulation Journal

2.70

박경우
제1저자

Characteristics and Predictors of Drug-Eluting Stent Thrombosis

Circulation Journal

2.70

서정원
제1저자

The Effect of Intravenos Administration of Erythropoietin on
The Infarct Size in Primar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

6.80

전경희
책임저자

Development of MicroRNA-145 for Therapeutic
Application in Breast Cancer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7.16

이세원
제1저자

Angiopoietin-1 Protects Heart Against Ischemia/Reperfusion Injury Through
E-cadherin Dephosphorylation and Myocardiac Integrin-β1/ ERK/
Caspase-9 Phosphorylation Cascade

Molecular Medicine

5.91

박경우
제1저자

Efficacy of Predicting Thrombotic Events with Combination of Dual Point-ofCare Testing(POCT) After Drug-Eluting Stent Implantation for Coronary Heart
Disease: Results from The CILON-T Randomized Trial POCT Substudy

Journal of
Atherosclerosis
and Thrombosis

2.29

정혜승
책임저자

Life-Threatening Hypoglycemia Induced by a Tyrosine Kinase Inhibitor
in a Patient with Neuroendocrine Tumor: A Case Report

DIABETES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13

문우경
책임저자

Detection of Prostaglandin E2-Induced Dendritic Cell Migration into
The Lymph Nodes of Mice Using a 1.5-T Clinical MR Scanner

NMR in Biomedicine

3.06

김태우
책임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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