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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및 공학분야의
훌륭한 연구능력과 원천기술

임상분야의
우수한 노하우와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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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3. 01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소 설립 (국내최초대학간연구소)

설립경과

2008. 03 신축건물 이전 및 Tape-Cutting 식 개최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

2011. 02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 설립 초기 5년간 운영실적 보고
(행정 및 연구부문 평가 후(내/외부 평가위원) 양 대학 및 법인에 보고서 제출)

임상연구 & 산업화
신약 / 첨단의료기기 / 진단제 개발

2015.11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

세계수준의 의생명공학연구원으로 발전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 의생명공학 및 바이오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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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 (공동연구를 위한 기본공간 1,000평 확보)

시설

구분

Postech-Catholic
About us

News

기본시설내역

전체사용 공간

성의회관 12, 13층 (약 1,000평), 연구원숙소 20인실 (14층)

교수실 & 행정실

15실 (141.2평)

세미나실 & 회의실 & 접견실

4실 (63.3평)

공동실험실

2실 (415.3평)

기타공용기간

복도, 옥외데크, 공조실 외 (380.2평)

화상회의시설

각 층 1개 회의실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Personnel
and Core
Instruments
연구인력 &
보유기자재

Concentration
Research

연구인력

Academic
Activity

News

양 대학 및 외부입주기업 공동연구진 확보

[기준: 2017.12]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행정인력

합계

인원

71

28

146

2

245

보유기자재 연구용 핵심 기자재 확보
구분
공동연구기기

내역
· In vivo Imaging system (Maestroll), FACS, Fluorescence
inverted, ELISPOT Reader 외 26여종
· 실체현미경(Fluorescence Microscope Axio Zoom.V16, ZEISS)

12층 안내도
Flagship /
Star Project

Cell Viability Analyzer-Vi-Cell Xr, Magnetic Cell Sorter,
Automatic Immunology Analyzer 외 210여종

13층 안내도

MaestroⅡ

게스트룸 및 기숙사 (공동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자 숙소 제공)
- 동 건물 14층 1401~1410호
- 사용 신청 및 문의 : www.pcbmi.org / TEL : 02. 2258. 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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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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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ields

Joint
Research
Projects

주요
연구분야

공동
연구사업

Concentration
Research

Academic
Activity

News

Flagship project 4팀, Star Project 2팀, 공동연구팀지원사업 12팀
구분

사업명
만성 간염&간암 질환 치료기술 개발

Flagship
project

줄기세포기반 유전자 형질 변형 및 치료제 개발
항암 면역백신 GX-51의 임상시험 및 제품화
초고속 OCT 이미지 연동 전안부 펨토초 레이저 정밀시술 시스템 개발

면역조절 및 치료제 개발

생리활성 조절제 개발

- 만성 B형 간염 치료 DNA 백신 개발
- 류마티즘 치료제 개발

- 줄기세포기반 항암 유전자 치료제 개발

Star
project

만성관염절 네트워크 조절 연구
바이오 기술을 응용한 진단검사용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
암표지자 발굴과 진단
항 HIV 조절 저해 및 응용 기술 개발
백혈병 진단기술 아시아 표준화 연구 사업
당뇨병 및 만성질환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정량화 측정
및 평가시스템 개발
제4대 지방줄기세포 자동분리 시스템 개발

공동연구
팀지원사업

간 질환(간염, 간섬유화, 간암 등)에 관여하는 분자세포생물학적
기작 규명과 신호전달 기전 탐색
난치성 감염 / 면역 질환 병인기전 규명 및 제어기술 개발
다중 뇌신경 정보기반의 의도 관련 뇌회로 모델링 및 신호처리 연구

첨단 의료기기 및 제재 개발

진단 / 영상기술 개발

- 원격조절 수술 로봇 개발
- 바이오 로봇용 핵심요소 기술개발
- 3D 프린팅 기반 조직 재생/재건용 생분해성
의료용 제재 개발

- 초고속 OCT 이미징 연동 전안부
펨토초 레이저 정밀시술 시스템 개발

난치성 희귀 혈액질환 연구 센터
3D프린팅 기반 조직 재생/재건용 생분해성 의료용 제재 개발
다제내성균 신속 진단을 위한 라이게이션 기반 다중 검출
기술 개발 및 검증
갑상선자극단백질 고발현 의약 소재의 대량생산 및 생체효능
검증 기술 개발
간세포암에서 타깃 특이 항암제 함유 나노어셈블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망막질환 맞춤형 스마트 콘택트렌즈용 플랫폼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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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연구회
연구회명
생체 흡수성 금속
응용 연구

코 줄기세포를
이용한 호흡기도
점막 모사 바이오칩
개발 및 검증

순환종양세포 분리
방법 개발 연구회

융합시스템을 통한
정밀 피부암 진단
의료 기기 개발 연구회

책임
연구자

참여교수진

김형섭

포 : 백승미, 정재면,
문지현
가 : 안재훈, 문영석,
신승한

Mg 합금의 생분해 속도 및 강도 제어에 대한 연구 및 시뮬
레이션 기반 확립과 생체 흡수성 임플란트 소재 디자인 개발

김도현

포 : 김동성, 박상민,
엄성수
가 : 임정연, 임미현,
전정호

neighboring airway stem cell인 자가ㆍ동종 이식이
가능한 사람 코(하비갑개)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탑재한
호흡기도점막 모사 세포 배양 마이크로유체 디바이스를 체내
구조를 모사한 3차원 곡면 위 나노섬유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바이오칩으로 제작 및 유효성 평가

이지열

포 : 김준원
가 : 박용현

CTC 분리방법인 미세유체 기술 중 포항공대의 보유기술
인 Deterministic lateral displacement, DLD, Flow
fraction device를 이용하여 전립선 암 환자의 혈액에서
고속, 병렬 분리 타당성 검토

이지현

포 : 김철홍, 김형함
가 : 이종원, 김지민,
박영민, 정양국,
신승한, 강진형,
이주환, 유이령,
박경신, 양석우,
조현일

연구 분야

Incubating
Companies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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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바이오멕스, 2017.06.~]
사업분야Ⅰ진단키트연구개발
사업내용Ⅰ항체 대용 펩타이드 개발

[(주)플럼라인생명과학, 2017.04.~]
사업분야ⅠDNA 예방 및 치료백신 개발
사업내용ⅠDNA plasmid therapeutics 적용 산업동물 viral infectious disease & 반려동물
암 치료백신 연구/개발 및 상용화

[(주)보령바이젠셀, 2016.10.~]
사업분야Ⅰ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사업내용Ⅰ면역세포치료제 연구 개발 및 면역유전자 분석에 의한 정밀맞춤 치료

융합시스템(실시간으로 구현된 광음향/초음파 영상 → 비침
습적)을 이용한 악성 흑색종을 포함한 피부 병변의 두께,
직경, 침윤 깊이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 구현

[(주)바이오메트로, 2016.10.~]
사업분야Ⅰ의료기기 개발

병리조직슬라이드
이미지 선별검사를
위한 딥러닝
알고리듬 개발

쥐의 췌장 소도
(islet) 분리 및 안구
전방내 이식

정요셉

주천기

포 : 조민수, 정든솔,
김동주
가 : 강창석, 이은정,
이지영, 이성학
포 : 김재윤, 이가영,
민서희
가 : 최미현, 이지혜,
Shawl Asif Iqbal,

사업내용Ⅰ특정 질환의 조기진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센서 제품개발

병리조직슬라이드 이미지 스크리닝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듬 개발 기초연구 진행 및 국책과제 수주

[(주)프로젠, 2014.10.~]
췌장의 소도(Langerhans islets) 분리 후 전방 안구에 성공
적으로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후 효과 및 변화 추적

사업분야ⅠDNA백신 및 렌티바이러스백신 연구 개발
주요제품Ⅰ바이러스성 감염질환(CMV, EBV 등) 및 희귀병(혈우병 등) 치료제 개발

목지원

인공지능 자연
어마이닝을 이용한
의료 챗봇 기술 개발

포 : 최진균, 유환조,
김예진
가 : 김헌성, 정유진,
이선정, 육인혜,
최문주, 박민정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한 의료 챗봇을 개발 하여
환자 상담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 agent 개발

책임
연구자

참여교수진

연구 분야

김원종

포 : 박형목, 김진환
(기초과학연구원)
가 : 윤승규, 허원희,
김정희, 강병윤

- 간암 치료제 개발 연구 기반을 나노어셈블리기술과 접목하여
간세포암을 효과적으로 저해 할 수 있는 항암제 함유
나노어젬블리 물질을 개발하고, 적용범위를 검증

최인영

포-가 기획 프로젝트팀
연구회명
표적특이적
항암제전달을 이용한
간암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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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B.S. Mechanical Design and Productio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6

M.S. Mechanical Design and Productio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05

Ph.D.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USA

연구자 소개
2005.05~2008.12

2009.01~2014.02

소속대학
포스텍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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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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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News

1. 고성능 3차원 광학현미경 (3D optical microscopy) 개발과 세포 영상화를 통한 응용 연구

A Member
in Highlight

연구자 이름
김기현

Academic
Activity

2014.03~현재

2017.08~현재

학과
기계공학과/
융합생명공학부

(1-1) 3차원 광학현미경 기술
생체조직 내 세포, 세포외기질, 혈관 등 미세환경 영상화를 위해 공초점 현미경 (confocal microscopy), 다광자 현
미경 (multiphoton microscopy) 기반의 고성능 현미경 기술을 개발합니다. 공초점 그리고 다광자 현미경 기술들
은 3차원 해상도가 있어 생체조직 내 세포를 수백 마이크론 깊이까지 영상화 할 수 있으며 광학현미경 기술이므
로 in vivo intact 상태에서 영상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체조직 내 세포 세포외기질을 포함한 여러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여러 3차원 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암, 당뇨, 그리고 염증을 비롯한 면역 연구 등을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Wellman Center for Photomedicine,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and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
USA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현미경 기술은 고속 이광자 현미경 (high-speed two-photon microscopy), 삼광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nd
Division of Integrative Biosciences and Biotechnology,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CH), Pohang, Korea

이광자 현미경과 삼광자 현미경은 비선형 형광현상을 활용하는 3차원 현미경입니다. 일반적인 단광자 형광 기반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nd
Division of Integrative Biosciences and Biotechnology,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CH), Pohang, Korea

표면에서 약 200 마이크론 깊이까지, 뇌 조직에서는 약 500 마이크론 이상의 깊이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비

Associate Editor of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Optical Society of
Korea

고 면역세포 등의 동물모델에서의 연구에 많이 활용됩니다. 또한 비선형 현미경은 형광 표지자 없이도 내재적 자

자 현미경 (three-photon microscopy), 결맞음 라만산란 현미경 (coherent Raman scattering microscopy), 그
리고 빛시트 현미경 (light sheet microscopy) 기술 등 입니다.
의 공초점 현미경과 다른 점은 근적외선 (750nm ~ 1700nm)를 사용하여 형광 여기하므로 생체조직 내 빛 산란
(light scattering)에 덜 민감하고 깊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선형 형광 현미경 기술을 활용하면 피부에서는
선형 형광 현미경은 일반 공초점 형광 현미경과 마찬가지로 형광 표지자를 사용하여 조직 내 분자/세포 영상을 더
깊은 영역까지 할 수 있으며, 생체조직 내 intact 환경에서 세포 거동 관찰에 용이하여 뇌 신경세포, 암세포, 그리
가형광 (autofluorescence)나 이차/삼차고조파 (second and third harmonic generation) 특성을 활용하여 생
체조직 내 세포와 콜라겐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형광표지자를 사용하기 어려운 임상에서 활용 가능성
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임상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인 목시플록사신을 세포 염색체로 사용하여 임상
가능한 고속 세포영상법과 응용분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개

결맞음 라만산란 현미경은 라만산란 (Raman scattering) 기반의 3차원 영상기술 입니다. 미약한 라만산란 신호

본 연구실에서는 3차원 광학현미경 및 광간섭단층영상 등 생체조직 고해상도 영상화를 위한 광학영상 시

리는 지질 (lipid) 영상화를 위하여 지질에 많이 있는 C-H 결합의 라만산란을 증폭하는 결맞음 라만산란 현미경을

스템 그리고 내시경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활용하여 기초 생물학에서는 동물모델 기반 병변연

개발하여 뇌조직 내 마일린 신경다발을 영상화 하고 있습니다. 빛시트 현미경은 상대적으로 투명한 생체조직 (예

구 그리고 의학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기술개발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구분야는 biomedical

를 들면 투명화된 뇌 조직)을 고속으로 촬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광 빛 시트를 만들어 한번에 한 평면을 촬영

optics 또는 biomedical photonics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뇌조직 내 신경 네트워크를 영상화를 하기위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를 증폭하기 위하여 펌프 그리고 스톡스 레이저로 특정 밴드의 라만산란을 증폭시켜 영상화 하는 기술입니다. 우

그림 1 - 시스템 개발, 동물모델 및 임상실험

그림 3 - 본 연구실에서 개발하는 현미경 기술의 원리 설명. 형광 현미경 영상화에는 일반 형광 현미경 방법인
단광자 여기 뿐만 아니라 이광자, 삼광자 여기 기술을 개발함. 이광자, 삼광자 현미경의 경우 근적외
선 여기광을 사용하므로 생체조직에서도 깊은 영역까지 촬영할 수 있음. 결맞음 라만산란의 경우 분
그림 2 - 다양한 생체조직 영상화 (안구, 피부, 소화기관, 뇌)

자의 라만산란을 증폭하여 영상화 하는 기술로 광학적 분자 선별도가 있음. 빛 시트 영상 기술은 한
번에 한 평면을 촬영할 수 있어 고속 영상화에 유용함.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광학영상 시스템 및 생체조직 영상화 예.
그림1 : 현미경 시스템 및 피부 촬영용 시스템.
그림2 : 각막 세포, 피부 혈관, 대장 내 크립트, 그리고 뇌 조직내 세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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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과 진균각막염 진단 및 치료 연구

(1-5) ) 3차원 광학현미경의 췌장소도 연구

각막염은 다양한 균의 감염으로 원래 투명한 각막에 혼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각막염 치료는원인균에 따라

췌장 소도 (pancreatic islet)는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의 기능저하는 당뇨병과 연관됩니다. 췌장 소

치료약물이 달라지므로 원인균 검사는 중요합니다. 기존의 원인균 검사는 각막에서 시편을 채집한 뒤 배양하고

도의 기능연구를 위하여 우리는 췌장소도를 안구전방에 이식하는 마우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베

및 염색하여 진단하므로 진단까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우리는 초기 검진에서 염증을 가진 각막을 고해상도 영상

타세포의 신호체계 및 치료제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 하여 진균에 의한 감염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이광자 현미경 기술을 활용하여 각막 내 진균과 감
염에 따른 스트로마 손상을 함께 영상화 할 수 있으며 목시플록사신 염색으로 진균을 고속으로 영상화 할 수 있습
니다. 향후 고속 이광자 현미경을 개발하고 레이저를 활용한 치료법을 함께 포함하여 진균 각막염의 조기검진 그
리고 레이저 치료법으로 개발하려 합니다.

그림 7 - 안구 전방에 이식된 췌장 소도 사진, 이광자 현미경 영상 (두개의 다른 촬영깊이에서) 그리고 광간섭단층
영상 (x-z 섹션)
그림 4 - 각막염 사진 및 각막염 부위의 현미경 영상. 각막염이 발생하면 각막이 혼탁해 짐. 진균 각막염의

2. 광간섭단층영상 개발과 조직미세구조 영상 기반 응용 연구

경우 필라멘트 형태의 세포들이 관찰됨

(2-1) 광간섭단층영상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기술 개발

(1-3) 피부 미용/레이저 치료 영상화 및 피부암 수술 가이드

광간섭단층영상은 빛의 반사를 활용한 3차원 영상기술 입니다. 다른 깊이에서 반사된 빛을 간섭신호로 구별하여

이광자 현미경은 피부 상피/진피 내 세포와 콜
라겐를 비롯한 세포외기질 등을 형광표지 없
이 자가형광으로 영상화 할 수 있습니다. 이
를 활용하여 화장품 그리고 레이저 치료의 효
능을 인체피부 영상화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등에 의한 세포 손상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영상화 하며, 생체조직 내 미세구조, 혈관, 그리고 광학적 복굴절도 (birefringence)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광간
섭단층영상은 임상적으로 안과 망막검진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내시경으로 개발되어 심혈관, 호흡기기관 등에
서 단층영상을 통한 병변의 진단기술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기능 광간섭단층영상 기술을 개발해 미세구
조 이외에 전립선 신경다발 등에서 나타나는 복굴절도를 영상화하거나 병변의 구조 뿐만 아니라 혈관분포 영상화
방법을 확보하였습니다. 광간섭단층영상은 1300nm의 근적외선 파장을 사용하므로 촬영깊이가 1-2 밀리미터가
가능하고 소형화가 가능하여 소형 영상기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 마우스 피부에서 레이저 상처의
회복과정 관찰. 레이저 조사에 의한
상피 진피 손상이 보이고 시간에 따
른 변화를 관찰하면 상피 재생, 염증
세포 리크루트 등을 관찰할 수 있음
(1-4) 신속 조직검사기술 개발
조직검사는 수술과정에서 병변을 확진하거나 병변조직의 완전한 절제를 위하여 시행됩니다. 현재의 수술장에서

그림 8 - 광간섭단층영상 원리 및 영상 예. 반사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기술이며 다른 깊이에서 발생한 반사광을

의 조직검사 방법은 채취된 조직을 동결절편 하고 얇은 조직을 세포 염색 후 현미경 검사를 수행하는 등 많은 절

간섭현상을 활용해서 구별할 수 있음. 광간섭단층영상을 활용한 망막과 피부 영상 그림.

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술장에서 채취된 조직에서 동결절편 과정 없이 암에 표적하는 분자프로브 또는 세포
형광프로브로 간단히 염색후 신속하게 암세포 검사하는 기술, 그리고 수술부위에서 바로 세포 형광프로브로 염색
하고 세포내시경으로 검사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뇌종양 수술과정에서의 조직검사를 타겟으

광간섭단층영상 과정에서는 조명광이 생체조직에서 강하게 반사되면 artifact로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생체조

로 하여 동물모델에서 뇌종양과 정상부위를 신속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뇌종양은 정상과 다르

직 표면에서의 전반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크필드 광간섭단층영상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다크필드 광

게 세포가 빽빽하고 불규칙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마일린 신경액손의 손상을 관찰할 수 있어 세포수준 그리고 마

간섭단층영상 기술을 피부과 진단에 활용하는 더모스코프 (dermoscope)와 결합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피부병

일린 지질 영상화를 통해 뇌종양 분포 범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고속화 그리고 소형 영상기기 개발을 통

변 진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간섭단층영상을 피부 이외 다른 생체조직의 영상화를 위하여 소형영상기기

해 뇌종양 수술 가이드로 활용하려 합니다.

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영상기기를 개발하였는데, 구강 내 병변 영상화를 위해서는 직경이 약 10 밀리
미터 크기로 개발하였으며 형광 영상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그리고 대장의 경우 직경이 약 1 밀리미터
크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림 6 - 마우스 뇌 종양모델에서 정상과 종양부위를 세포 영상화를 통한 구별. 정상부위에서는 spars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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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논문실적
(1) Soonjae Kwon, Yeoreum Yoon, Bumju Kim, Won Hyuk Jang, Byungho Oh, Kee Yang
Chung, and Ki Hean Kim, “Dermoscopy guided dark-field multi-functional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Biomed. Opt. Express 8(3), 1372-1381 (2017)
(2) Le VH, Lee S, Lee S, Wang T, Jang WH, Yoon Y, Kwon S, Kim H, Lee SW, Kim KH, “In vivo
longitudinal visualization of bone marrow engraftment process in mouse calvaria using twophoton microscopy”, Sci Rep. (2017)
(3) Viet-Hoan Le, Su Woong Yoo, Yeoreum Yoon, Taejun Wang, Bumju Kim, Seunghun Lee,
Kyung-Hwa Lee, Ki Hean Kim*, and Euiheon Chung*, “Brain tumor delineation enhanced by
moxifloxacin-based two-photon/CARS combined microscopy”, Biomed. Opt. Express 8(4), pp.
2148-2161 (2017)
그림 9 - 더모스콥 가이드 광간섭단층영상 예 (정상 피부와 화염상모반 피부). 정상 피부에서 촬영된 더모스콥 영상,
광간섭단층 단층구조, 편광민감 그리고 혈관 영상. 화염상모반 피부에서 촬영된 더모스콥 영상의 경우 더

(4) Wang T, Jang WH, Lee S, Yoon CJ, Lee JH, Kim B, Hwang S, Hong CP, Yoon Y, Lee G, Le VH,

빨갛고 이는 광간섭단층 형광영상에서 더 굵은 혈관 때문임을 관찰할 수 있음.

Bok S, Ahn GO, Lee J, Gho YS, Chung E, Kim S, Jang MH, Myung SJ, Kim MJ, So PT, Kim KH,
“Moxifloxacin: Clinically compatible contrast agent for multiphoton imaging”, Sci Rep. 2016 Jun
10;6:27142

(2-2) 전립선 신경다발 및 피부 방사선손상 조기진단 기술
광간섭단층영상의 복굴절 영상기능은 신경다발을 영상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전립선 주변의 신경다발 영상화에 활
용하였습니다. 신경다발 외의 다른 신경 (enteric nerve 등) 영상화는 현미경 기법을 활용하여 영상화 합니다.

(5) Yeoreum Yoon, Seung Hwan Jeon, Yong Hyun Park, Won Hyuk Jang, Ji Youl Lee, and Ki Hean

피부 방사선손상은 과다한 방사선 피폭의 경우 심한 염증반응으로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폭 직후에

Kim, “Visualization of prostatic nerves by polarization-sensitiv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는 증상이 바로 발현하지 않고 잠복기를 거칩니다. 우리는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방사선 손상범위를 파악하여 치

Biomed. Opt. Express 2016 Sep 1; 7(9): 3170-3183.

료하기 위한 조기진단법을 광간섭단층영상 그리고 현미경 기술을 활용해 개발합니다. 방사선 손상을 받은 마우스
동물모델에서 연구한 결과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도 피부 상피가 두꺼워지고 큰 혈관에서 손상이 발생하며 상피세

(6) D. Kim, J. Kang, T. Wang, H. G. Ryu J. M. Zuidema, J. Joo, M. Kim, Y. Huh, J. Jung, K. H. Ahn,

포 들 그리고 땀샘 내 세포들의 숫자 감소 등이 관찰되었습니다.

K. H. Kim*, M. J. Sailor*, "Two-photon in vivo Imaging with Porous Silicon Nanoparticles", Adv.
Mater. 2017, Volume 29, Issue 39 October 18, 2017 1703309.
(7) Won Hyuk Jang, Sehwan Shim, Taejun Wang, Yeoreum Yoon, Won-Suk Jang, Jae Kyung
Myung, Sunhoo Park, Ki Hean Kim, “In vivo characterization of early-stage radiation skin injury
in a mouse model by two-photon microscopy”. Sci. Rep. 6, 19216; doi: 10.1038/srep19216 (2016)
(8) Kim D, Moon H, Baik SH, Singha S, Jun YW, Wang T, Kim KH*, Park BS*, Jung J, Mook-Jung
I*, Ahn KH*, “Two-Photon Absorbing Dyes with Minimal Autofluorescence in Tissue Imaging:
Application to in vivo Imaging of Amyloid-ß Plaques with a Negligible Background Signal”, J
Am Chem Soc. (2015) May 7.

그림 10 - 마우스 전립선 신경 및 환자 전립선 신경 영상. 구조 영상에서는 전립선 주변 구조만이 관찰되나 편광민감
영상에서는 신경다발이 관찰됨. 신경다발의 편광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빨갛고 이는 광간섭단층 형광
영상에서 더 굵은 혈관 때문임을 관찰할 수 있음.

3. 향후 연구활동 계획
본 연구실에서 개발하는 고해상도 광학영상 기술 그리고 기기들을 고도화 하여 동물모델 기반의 기초생물학 연구에
서는 새로운 생물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의학 연구에서는 여러 기관에서의병변의 진단 및 치료기술로 발전시킬
려고 합니다. 아직 이비인후과에서는 공동연구 파트너를 찾지 못해 관심있는 분들의 연락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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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 췌도 이식 연구

연구소 설립배경 및 현황

사람 췌장(췌도)는 심장등의 장기와 마찬가지로 뇌사자에게서 받을 수 있으므로 공여자가 절대 부족하여 혜택

췌도이식 및 베타세포 생물학 연구실은 당뇨병 환자에서 관찰되는 베타세포 기능 이상에 대한 병인과 베타

을 받는 수혜자가 소수에 불가하다. 그러므로 멸균돼지 (Designed pathogen free ; DPF pig)을 이용한 이종

세포 생리에 대한 기초 연구와 이의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식원 개발 및 이종 췌도이식 연구를

장기 사업단(XRC)을 통해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진도 참여하여 진행중으로 원숭이를 대상으로 하며, 현

수행하고 있다.

재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당뇨병의 병인 연구를 통하여 아시아인에서 빈발하는 비비만형 당뇨병 환자의 병인이 베타세포의 양적 부족
이라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이후 세포의 사멸에 관여하는 포도당 독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그 결과로 베

가톨릭대학교 성의
교정 췌도이식 및
베타세포 생물학
연구실

타세포의 포도당 독성에 대한 여러 세포 내 기전을 증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이식 및 연구를 위하여 영장류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환
자의 치료를 위해 장기 기증자의 소중한 췌장에서 췌도 분리하여 실제로 임상에서 성공적인 췌도이식 결과
를 보고한 바 있다. 현재는 췌도 이식의 한계점 중의 하나인 면역억제제 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미세캡슐
화 췌도를 개발하여 시험관과 전임상 이식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기기증으로 공급 되

그림 - 돼지췌도를 이용한 미세캡슐 제작

어지는 췌장의 수는 굉장히 부족하므로 이를 대치할 수 있는 이식원 개발을 위해 다양한 줄기세포원을 이용
한 새로운 분화 제어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사람 유도만능줄기세포와 배양한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여 수행해오고 있다.

■ 미세 캡슐화 췌도
췌도 이식은 비침습적이고 반복 이식이 가능하지만, 췌장 이

1. 연구분야

식처럼 면역억제제가 동반되므로 간염 보유, 항암 치료, 가
임기 여성, 노약자등 제한적인 시술만 가능하다. 또한, 이종

제2형 당뇨병의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기전인 포도당-지질독성 조건을 시험관 내에서 적용하여 포도당-지

췌도는 더 많고 강한 면역억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

질 독성 상태로 베타세포를 유도하여 당뇨병 병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자들을 규명

로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역억제제를 최소화

하는 연구들을 진행했다. 현재 포도당-지질 독성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전사인자

시켜야 한다.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해외에서 2000년대부

들, miRNA들을 찾아내고 조절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제3의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

터 임상시험을 하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중인 미세 캡슐화
췌도 기술은 국내도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림 - (상) 인슐린분비가 가능하고 산소, 영양분 침투 및

그림 - (좌) 포도당-지질독성 유도 베타세포의

면역관련세포를 차단해주는 미세캡슐

세포사멸 및 인슐린 분비기능 저하

(하) 미세캡슐화시킨 돼지췌도 (화살표, 빨간색) 사진

(우) 포도당-지질독성 관련 인슐린
유전자발현저하 및 회복에 관여

■ 이식원개발

하는 인자들

다빈도 백혈구항원형 (HLA-Homozygous) 유래 세포의 경우 전체 한국인의 상당부분을 대표할 수 있고, 이러
한 HLA typing이 일치하는 면역적합성 줄기세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분화연구는 신약개발시 독성이나 유

■ 췌도 분리와 이식

효성 조사시 큰 시간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실에서는 한국인에 다빈도 백혈구항원형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제1형)은 췌장 및 췌도 이식으로 완화 및 완치가 가능하다. 췌장과 달리 췌도 이식은 비침

을 가진 초대배양세포를 이용하여 임상등급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생산하고 특성분석하였다. 또한 췌장베타세

습적 복강경 시술을 통해서 반복 이식이 가능하다. 현재 통상적인 췌도 분리 방법은 Collagenase/Protease 효

포특이적 인자인 Pdx-1인자를 이용하여 인슐린분비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였다.

소와 Ricordi chamber을 이용한 췌장 분해 후 특정 비중액과 COBE 2911 기기를 이용한 방식이다. 다만, 위의
도구와 방법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여 매번 조건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2015년 11월
국내에서 사람 췌도 동종 이식의 첫성공을 하였다.
그림 - (좌) 다빈도 백혈구항원형 유래 유도만능
줄기세포
(우) 유도만능줄기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세포로의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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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성체줄기세포의 지속적인 배양과 증식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 줄기세포의 주변미세환경(niche)과 유지/
분화 조절에 중요한 신호 조절자의 역할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서, 줄기 세포로 만들어진 생리적으로 유사하
고(near-physiological) 자가재생(self-renewal)이 가능한 조직,‘오가노이드’라는 새로운 3차원 생체 외 배양
기술의 개발되었다. 본 연구실은 장 조직을 이용하여 오가노이드 배양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줄기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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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인슐린분비세포로의 분화 방법을 도입하여 이식에 적합한 이식원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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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포스텍-가톨릭대 공동연구지원사업(연구회) 발표회 개최
(2018.02.27, 포-가 연구원 1205호)

· 주제: 포-가 연구회 6팀, 포-가 기획프로젝트팀 1팀 연구활동 결과 발표
· 연자: 포스텍 김원종 교수 외 6명

임신혁 교수 초청 세미나 (2017.11.06, 포-가 연구원 1205호)
· 주제 : Reprogramming of the Immune System by Rationally
Selected Probiotics
· 연자 : 임신혁 교수(포스텍 융합생명공학부)

Nature Immunology 부편집장 초청 세미나 (2017.11.14, 가톨릭의대 성의회관 708호)

· 주제 : Publishing: Myths and Legends
· 연자 : Dr. Zoltan Fehervari (Senior Editor, Nature Research)

노태영 교수 & 최윤진 임상조교수 초청 세미나 (2018.01.19, 포-가 연구원 1205호)

그림 - 장오가노이드 배양기술 개발 및 특성분석

· Epigenetic analysis in rheumatoid arthritis synoviocytes
(노태영 교수, 포스텍 생명과학과)
· Genome-Driven Oncology
(최윤진 임상조교수,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2. 활동 & 미래
본 연구실은 당뇨병 병인 및 관련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자들을 찾고 치료제로써 개
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부터 다양한 당뇨병 중동물 모델을 이용한 전임상 실험, 그리고 임상에 이르는 연구들
을 수행하고 있다. 미세캡슐은 당뇨병 뿐만아니라 모든 질병의 세포치료제 혹은 의료기술로 승인 허가가 가능

제 16회 기초 안과 및 시과학연구회 심포지움 (2017.12.09,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1003호)

한 품목으로, 규격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사업화는 해외에서 시작되고 있으나, 산업 규모에 비해 생산
성은 부족한 실태로 본 연구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여 원천성을 가진 기술을 확보하여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는 최근 10년간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임상적용에 가능성을 보이는 연구결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유도만능줄기세포 및 장 오
가노이드를 이용한 인슐린분비세포로의 분화 연구로 현재 이식원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당뇨병
치료에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발표자료문의

· 주제 : Visual function impairment Control mechanism
· 연자 : 가톨릭대 안과 박혜영 교수,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금도희&문종환 박사과정 외 13명

T) 02-2258-7529
E) mijukim@postech.ac.kr

창의연구초청세미나 (2017.11.7, 포-가 연구원 1205호)

· 주제 : A PPR-Independent Pathway that Activates Innate Immunity and
Th2/Th17 Differentation: Implications For Asthma
· 연자 : Eyal Raz(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그림 - 실험실 전경 및 연구실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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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2018년 포-가 공동연구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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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포-가 연구원장 부원장 이·취임식 겸 2017년 포-가 연구원 입주자 간담회’ 개최

포-가 연구원은 2018년 포-가 공동연구지원사업으로 포-가 연구회 6팀, 기획프로젝트팀 1팀을 선정(p.7 참조)

포-가 연구원의 제5대 신임 연구원장으로 포스텍 화학과 박준원 교수, 부원

하고 연구활동비 총 4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선정팀은 향후 공동연구 교류 활동을 통해 과제기획서 제안 등 연구

장으로 가톨릭대 소화기내과 윤승규 교수가 임명되었다. (2017.11.01) 이에

과제 수주를 목표로 1년간(2018.03.01~2018.02.28) 활동할 예정이며 종료 시점에 발표회를 개최하여 활동 성과

포-가 연구원 보직자 이·취임식을 가져 전임 원장인 가톨릭대 신경외과 전신

를 보고할 예정이다.

수 교수(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신임 보직자의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포부를 공유하였다. 또한 이날 신규 입주 공동연구팀
의 박훈준 교수(가톨릭대 순환기내과) 및 4개 기업의 대표가 각 공동연구 내

[2018.02.05] 가톨릭대 김완욱 교수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용을 발표하여 입주 연구자간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2017.12.12] 포스텍 김동성·김철홍 교수팀 `가변초점 액체렌즈` 개발
국내 연구진이 초점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액체렌즈를
개발했다. 의료 수술이나 진단에서 생체 조직의 고품질 영상을

양철우 · 박연준
김완욱 · 정승은 교수

얻을 수 있게 됐다.
12일 김동성·김철홍 포항공대 교수 공동 연구팀은 가변초점 액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4명이 2018년도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출됐다.

체렌즈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액체렌즈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의학한림원 신임 회원은 신장내과 양철우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박연준 교수, 류마티스내과 김완욱 교수, 영상의학

잘 섞이지 않는 두 종류 액체의 경계면을 이용해 빛을 모으거

과 정승은 교수로, 지난 달 25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제 15차 정기총회에서 2018년도

나 분산시키는 광학 렌즈다.

정회원으로 선임됐다.

이를 광음향영상 장치에 적용해 빛을 생체 조직에 쏘이면 조직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한국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창립된 국내

이 빛을 흡수하면서 음파를 낸다. 이 음파를 측정하면 생체 조직을 절개하지 않고도 고해상도의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의료계의 최고 석학 단체이다.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영역 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이고, SCI급 학술지 게재 논

있다. 형태가 고정된 고체렌즈와 달리 액체렌즈는 모양을 자유롭게 바꾸고 초점거리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이

문 등 연구 분야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회원자격은 5년간 지속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액체렌즈의 모양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용액에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전기분해의 위험이 있었

국내 신장질환 명의인 양철우 교수는 각종 연구활동과 선도형 특성화 사업단장으로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다. 이에 연구팀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성 오일을 이용해 전기분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초점을 바꾸

까지 허가임상 3건, 신의료인증 8건, 기술이전 10건 등의 사업화 쾌거를 이루었으며, 총 11편의 저서와 300여 편의

는 새로운 액체렌즈를 만들었다.

SCI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신장질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도 뛰어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 연구팀은 액체렌즈로 살아있는 쥐의 귀와 뇌혈관에 대한 영상을 최초로 얻었다. 김동성 교수는 "이 연구는 이중

임상미생물 분야의 전문가인 박연준 교수는 세균의 내성기전에 대한 연구 및 감염증의 신속한 진단 및 신속한 항균

모드 가변초점 액체렌즈를 의료영상 기술에 처음 적용한 사례"라며 "미세 로봇수술 기술과의 융합 등 새로운 산업에

제 내성 검사의 개발에 힘써 왔다.

도 폭넓게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으로
수행됐다. 성과를 담은 논문은 영국왕립화학회 `랩온어칩`(Lab on a Chip) 7일자에 실렸다.

류마티스관절 분야의 권위자인 김완욱 교수는 류마티스 발병기전을 학계 최초로 규명한 권위자로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루푸스, 베쳇병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

[2017.11.20] 혈관·뼈·내장 3D 프린팅 시대…장기이식 혁명 오나,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박훈준 교수와 포스텍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 연구팀 세계최초 죽은 심장 세포 재생 치료 기술 개발

정승은 교수는 복부영상의학 및 비뇨생식기영상의학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영상품질관리, 방사선안전관
리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다.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에서 복부/비뇨생식기 영
상의학 연수를 한 후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전공책임교수와 서울성모병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3D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건 비단 뼈뿐이 아니라 각종
내장과 피부, 혈관 등도 가능하다. 3D 프린팅 기술과 바이

[2018.01.17] 천주교 ‘생명의 신비상’ 생명과학분야 본상에 포스텍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 선정

오 기술을 융합한 '바이오 프린팅'기술이 발전한 덕분이다.
바이오 프린팅은 3D 프린팅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체 조직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추기

을 인쇄하는데 살아있는 세포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잉크를

경)는 3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된 '생명위원회

원료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장기는 장기이식이 필

설립 12주년 기념 미사'에서 조동우 포스텍 기계공학

요한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상용화된다면 앞으로 장기기

과 교수 등을 제12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로 선정했

증 부족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가 된다. 작년 우리나라 장

다고 발표했다.

기이식 대기자는 2만1천923명인데 반해 실제 수술이 이뤄

조동우 교수는 3D 프린팅 및 바이오 잉크 기술을 이용

진 경우는 4천684건에 불과하다. 이에 최정윤 특허청 의료기술심사 팀장은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장기의 제작은

해 인공장기 연구 개발에 주력하는 연구자로서 기여도

현재 장기기증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의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및 파급효과가 인정돼 생명과학분야 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인문사회과학분야 본상은 제3세계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주목받는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 2월에는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박훈준 교

분석하며 소외된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국내에 알려온 왕은철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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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포스텍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 공동연구팀이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해 죽은 심장 세포를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생명과학분야 장려상은 위 상피 조직의 줄기세포를 새롭게 발견하고 암 발생 관련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네이처지에 게

치료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앞으로는 바이오 프린팅 연구는 인체와 더 유사한 인공장기를 개발하는데 방점을

재한 구본경 오스트리아 분자생명공학연구원(IMBA) 그룹리더에게 돌아갔고 활동분야에서는 천주교 청주교구 새생명

두고 있으며 이로써 환자에게 맞춘 인공장기를 제작하면 면역거부와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을것

지원센터가 장려상을 받는다.

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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