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사진

그림 1. 이번 연구결과를 이용한 세포치료법의 전략 모식도. 

배아줄기세포로부터 특정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는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원하는 세포로의 분화 효율이 낮다는 것임. 배아 발생 과정에서 심근세포는 심

근 줄기세포로부터 생겨남.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역분화 만능줄기세포로부

터 특정 표지자를 이용하여 고효율의 순도 높은 세포를 얻기 위한 연구를 활발

히 진행하고 있음. 그렇지만, 대표적인 심근세포 표지자는 일시적으로 발현되었

다가 없어지거나(대표적으로 Flk1, PdgfR-α), 세포핵(Nkx-2.5) 또는 세포질 

(Troponin-T, Myh-6)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심근줄기세포를 분리하

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본 연구팀이 발견한 라트로필린-2(Lphn2)는 세포 표면에 

존재하고 분화가 진행되는 동안 점차 발현이 증가되기 때문에 유세포 분석법을 

통한 순도 높은 심근세포를 세포 손상없이 대량으로 얻을 수 있음. 이는 향후 

심혈관계 질환을 위한 줄기세포치료법을 실현화시키는데 핵심 기술로 이용될 것

임. 나아가서 심근에 이 유전자를 주입해 심근내의 섬유모세포를 심근세포로 전

환시키는 가능성도 본 연구진이 탐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근재생 유전

자 치료법을 개발할 예정임. 

그림 2. (1) 미분화 배아줄기세포(D0), (2) 사이토카인 자극 없이 자발적으로 분

화 유도된 세포(D4), (3) 최적화된 분화 조건 세포(D4), (4) 최적화된 분화 조건에

서 Flk1/PdgfRα 양성 표지자로 분획된 세포(D4)를 각 단계별로 유세포 분석한 

결과, 심근줄기세포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함. 이렇게 심근세포로 분화하는 과

정에서 농축 증가하는 유전자 군을 분석해 라트로필린2 유전자를 발견하게 됨.

그림 3.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분석법을 이용해 단계별로 유의하게 증가하

는 유전자를 탐색했음.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새로운 표지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유전자 분류 가운데 G단백질 수용체(G-protein coupled receptor, GPCR)와 2배 

이상 증가한 유전자와의 교집합을 분석한 결과 라트로필린-2(Latrophilin-2, 

Lphn2)를 찾게 되었음.



그림 4. 마우스 배아 발생 단계에서 라트로필린-2(Lphn2)의 발현을 규명하기 위

해 유전자 결손 마우스를 제작해 분석한 결과, 형광염색을 통해 

alpha-sarcomeric actinin(α-SA)을 발현하는 심장에서만 특이적으로 라트로필린-2 

가 발현되는 것을 증명했음. 또한, 대조군과 달리 라트로필린-2가 발현되지 않는 

Lphn2 동종-결손 배아에서는 심장 구조에 결함이 있어서 태내 사망하는 것을 

확인했음. 

그림 5. 라트로필린-2를 결손시킨 마우스는 배아단계에서 치사되는 결과를 얻었

고, 면역염색 (H&E)을 시행해 배아의 심장을 심층 분석한 결과 대조군과 Lphn2 

이종-결손 심장은 정상적인 4개의 챔버(chamber)를 형성하였지만 Lphn2 동종-

결손의 심장은 하나의 심실로만 구성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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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력사항

1. 성 명: 김 효 수 

     

2. 학 력: 

○ 1987 ~ 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내과학 박사

○ 1985 ~ 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 내과학 석사

○ 1978 ~ 1984    서울대학교 의예과~의학과 학사

3. 경 력:

○ 2007 ~ 현재 복지부지원 선도형세포치료연구사업단, 세포치료실용화 단장

○ 1994 ~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 2000 ~ 2002 미국 보스턴 성-엘리자베스 심혈관유전자치료연구소 교환교수

○ 1992 ~ 1994 일본 동경대학 제3내과 심혈관-분자생물학 객원연구원

4. 수 상:

○ 2006. 1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과학기술부)

○ 2008. 03.21 제1회 아산의학상 (아산사회복지재단)

○ 2009~2015 서울의대 연구 최고상 지석영상 5회 수상

○ 2009.11.04. 2009년도 한국연구재단 대표우수성과 (교육과학기술부)

○ 2014.11 제 24회 분쉬의학상 본상 (대한의학회) 

○ 2016.12 녹조근정훈장 수상(우수연구 훈격-대통령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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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 소  속 : 서울대학교병원

○ 전  화 : 02-2072-1867

○ e-mail : younkouni@gmail.com

2. 학 력: 

○ 2007.03 – 2012.08 : 서울대학교, 의학과, 박사 [분자유전체의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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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 력:

○ 2017.03 –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연구교수 

○ 2014.02 – 2017.01 서울대학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Pos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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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 ~ 2005.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박사

○ 2001.3 ~ 2003.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석사

○ 1992.3 ~ 1998.2   서울대학교 의예과/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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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3 ~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순환기) 교수

○ 2012.4 ~ 2017.2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순환기) 부교수

○ 2007.9 ~ 2012.3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순환기) 조교수

○ 2005.7 ~ 2007.8  Tufts University, Boston, U.S.A 박사 후 연구원

○ 2003.3 ~ 2005.6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순환기) 임상강사

○ 2001.5 ~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심혈관연구실

○ 1999.3 ~ 2003.2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전공의

○ 1998.3 ~ 1999.2  서울대학교병원 수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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