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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교실“ , 연보 발간을 기념하 

며..”   

다사다난했던 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2017 .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올 한해 지나 온 발자취, 

를 돌아보고 앞으로 계획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 

다.

울산의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의생명과학교실이 

설립된 지 이제 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의 8 . 15

교수를 가진 제법 큰 과로 성장하였습니다.  

울산의대 의생명과학교실의 연구 지향점은 사람의 질병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

는 분자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미래의 대한한국 생명과학계를 이끌고 갈 의생명과학자. 

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생명과학교실 교수진은 최선의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물들을 한 데 모아서 연보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   

혹자는 현재의 연구 결과물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

다 하지만 작은 연구 결과물들이 수 년 후에 아주 중요한 연구 근거가 되는 것. 

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아직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많은 중요. 

한 연구 결과들이 추가 연구를 통하여 발표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 질병의 미해결 과제를 극복하고자 우리가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생명과학교실 연보. 2017 

는 우리의 노력의 발자취이자 앞으로 우리의 성장과 약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생명과학교실 주임교수 김민선 

주임 교수님 인사말



개요

1) 연혁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은 세계적인 의학교육의 추세에 맞추어 연구 부분을 강화하고 특화

된 대학원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년에 제 대 학장으로 재임중이던 이재담 교수에 의해 신설되2009 11

었다. 

년 월 세포생물학을 전공한 장은주 교수가 최초로 신규 임용되었고 이후 년 월 강상욱 최2009 9 , 2010 9 , 

순철 교수가 같은해 월에는 김헌식 최은영 교수가 조교수에 신규 임용되었다 년 월에는 신동, 12 , . 2011 9

명 장성욱 최경철 교수가 월에는 송영섭 교수가 년 월에는 강민지 같은해 월에는 장수환 , , , 12 , 2012 9 , 12

교수가 년 월에는 이창환교수가 조교수에 신규 임용되었다 년 월에는 이명섭 교수가 부교, 2013 3 . 2013 9

수로 임용되었고 월에는 손재경교수가 조교수로 임용되고 년에는 김용섭 교수가 임용되어 현재 , 12 2016

교실 소속교수는 명에 이르고 있다 역대 주임교수로는 년부터 년 월까지 비뇨기과의 주명15 . 2009 2014 2

수 교수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췌담도외과 김송철 교수가 그 직을 맡았으며 년 내분, 2014 3 2016 2 , 2016

비내과의 김민선 교수가 주임교수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을 맡고 있다.    

2017년 현재 교실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임용일기준)

직급 성명 출신교 임용일 세부전공 연수기관 비고

교수 김민선 서울대 2002.6 내분비대사학 하버드의대
내분비내과

겸직

부교수 장은주 연세대 2009.09 세포생물학 스탠포드 의대

생화학분자

생물학 교실

겸임

부교수 강상욱 건국대 2010.09 단백질생화학 미국국립보건원

해부학세포

생물학교실 

겸임

조교수 최순철 연세대 2010.09 발달생물학 뉴욕의대

생화학분자

생물학 교실 

겸임 

부교수 김헌식 연세대 2010.12 면역학 미국국립보건원
미생물학교실

겸임

부교수 최은영 전남대 2010.12 면역학 미국국립보건원
약리학교실

겸임

부교수 신동명 서울대 2011.09
줄기세포

생물학
루이빌대

생리학교실

겸임

조교수 장성욱 경희대 2011.09
분자세포

생물학
에모리대

생화학분자

생물학교실 

겸임

부교수 최경철 고려대 2011.09 후생유전학 연세대
약리학교실

겸임

조교수 송영섭 연세대 2011.12 대사생물학 솔크연구소

해부학세포 

생물학교실 

겸임



2) 교육

가 학부과정.

의학과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실습과정 총 학점 에 참여하여 년간 연구 지도를 담 2 ,( 3 ) 1

당하고 있다.

나 대학원과정. 

대학원 공통과목으로는 고급세포 생물학 와 고급연구방법론 를 개설하여 본 교실의 교수 < , > < , >Ⅰ Ⅱ Ⅰ Ⅱ

들이 강의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전공과목으로는 장수환 교수가 종양생물학특론 을 매년 학기에 개. < > 1

설하여 종양세포생물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매년 학기에는 장은주 교수, 2

가 면연세포학특론 을 개설하여 면역학에 대한 최신 지견 습득 및 연구 기법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 >

있다 전공선택과목으로 매년 학기에 이명섭교수가 종양면역학 특론을 개설하고 이창환교수도 매년. 1 ,  1

학기에  단백질대사 특론 영어강의를 개설하여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이< > 

해를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매 학기 각교수의 전공과 관련된 주제로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 

직급 성명 출신교 임용일 세부전공 연수기관 비고

조교수 강민지 서울대 2012.09 분자세포생물학 뉴욕대

조교수 장수환 KAIST 2012.12 종양생물학
미국국립암

연구소

조교수 이창환 서울대 2013.03 분자세포생물학 하버드의대

생화학분자

생물학교실

겸임 

부교수     이명섭     서울대    2013.09        면역학        연세대UCSF/

조교수 손재경
한국외

대
2013.12 종양대사생물학 하버드의대

조교수 김용섭 서울대 2016.03 생화학
삼성전자종합 

기술원 



연구 및 저술활동3) 

본 교실은 그 특성상 연구와 대학원 교육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 .

년 월부터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급의 저명한 저널에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2009 9 Nature, Cell, Science 

각 전공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교수들을 임용하기 시작하여 현재 명의 교수가 속해있다15 .

임용초기부터 한국연구재단 보건복지부 등 총 여건에 이르는 외부 국책연구비를 수주하여 연간 억 , 71 58

원 가량의 연구비를 바탕으로 활발한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장은주교수는 뼈미세환경 내 다양한 분비인자들에 의해 유도되는 골수 내 세포들의 이동 및 부화에 ▶

관한 연구를 통한 분야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강상욱 교수는 생화학적 연구 기법osteoimmunology , ▶

을 바탕으로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합성 및 에 기인한 질병들 특히 대사성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folding

를 진행하고 있다.

최순철 교수는 다양한 세포와 양서류 초기 배아를 이용하여 세포의 분화 성장 이동 등의 세포현상, , ▶

을 통제하는 중요신호 의 전달 기전을 규명하고 있으며 김헌식 교수는 암세포(Wnt, TGF-beta, FGF) , , ▶

바이러스 감염세포의 제거에 핵심적인 의 다양한 면역수용체를 통한 활성화 기전을 NK cell, Macrophage

연구하고 있다.

최은영 교수는 뇌신경 세포생물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염증 조절 분자를 발굴하 ▶

여 이들의 병리 작용 및 기전을 규명하고 있으며 신동명교수는 다양한 줄기세포들 조혈모세, (VSEL, ▶

포 의 유전자발현 지도 및 후생유전체학적특성을 연구하여 줄기세포 특성을 조절하는 분자) genome-wide 

생화학적기전을 규명하고자 하며 장성욱 교수는 암세포 전이 및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 ,▶

제 개발과 종양성장에 필요한 혈관형성 매개체의 작용기전을 연구하고 있다 최경철 교수는 . ▶

관점에서 종양세포의 사멸을 유도할수 있는 신규 단백질 발굴 단백질 기능을 규명하고자 Epigenetic , 

노력하고 있으며 송영섭 교수는 당뇨병 병인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굴 기능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 , , , ▶

및 기전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강민지 교수는 초파리를 이용한 유전자 기능 분석을 통해 . ▶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사멸 기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수환교수는 Endoplasmic Reticulum(ER) , ▶

유전자의 돌연변이 기능 및 발현조절 기전과 의 암 대사조절기능 연구 그리BRCA1 microRNA-155　 　 　 　 　 　 　 ，

고 환자유래 이종이식모델을 이용한 항암후보물질과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창환 교수는 단백질의 항상성 조절에 관련된 조절 기전 연구를 통한 병인 단백질  ubiquitylation ▶

발굴을 목표로 연구 진행하고 있으며 이명섭 교수는 종양 및 감염 질병의 원인과 기전을 면역학적 접,▶

근법으로 규명하고 이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질병 치료법 특히 면역 세포치료법 유전자 편집 치료법 개, , 

발을 도모하고 있다 손재경교수는 종양세포의 대사 기전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항암제 발굴을 위한 치. ▶

료 타깃 제시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섭 교수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 대한 기능 연구를 목표로  DNA non-coding region▶

하며 이를 유전자 가위 및 스크리닝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교실 소속 교수들은 교실 개설 이후 현재까지   Nature Biotechnology, Circulation, Molecular 

Cell, Nature Communication,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JACC. Cardiovascular 

등 급 학술지에 대한 여 편의 논문을 게재 하였고 세계적 권위의 저널에 연구논문을 발imaging SCI 281 , 

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에 몰두하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기초 연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 

바탕으로 년 울산대 의과대학 연구우수교수상 및 선정 년 국내 바이오분야 연구성과 2017 Bric 2016 Top5

에 두 개부문에 선정되었다 또한 교내 연구자들 간 교류를 통해 연구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내의 저명. 

한 연구 그룹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방적인 연구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며 국제적인 연구 역량을 쌓

는데 주력하고 있다.



의생명과학교실 목표

미래 의학을 주도할 중개의과학 분야의 실무형 창의인재 양성 및 실무형 중개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 

활성화를 목표로 함

특화된 중개연구를 수행할 창의적 리더쉽을 가진 중개의과학자 양성1) 

치료핵심 개념을 도출하고 임상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중개의과학자 양성 체계 구축2) 

연구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상조적 기초 임상 연구 네트워크 구축3) -

미래 의학의 치료핵심 도출과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의학 발전 주도 4) 

의생명과학교실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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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주체 연구기법 및 중개교류 참여- ‘ workshop’ symposium 

임상의와의 공동연구 건- : 47

부터 현재까지 공동저자 포함 편 교신저자 편 합 한빛사 등재 논문 건 포함- 2016.01 102 / 81 (IF 540) * 4

- 분자의학연구단 및 정기 세미나 운영

-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연구단 활동 연구자 디렉토리 참조- ( )



II. 연구 현황

1) SCI급 발표 편수

구분

SCI급 편수 SCI급 1인당 편수

총괄 주저자 총괄 주저자

2016년 59 46 3.688 2.875

2017년 43 35 2.688 2.188

합계 102 81 5.938 5.063

2) IF 평균

구분

SCI급 IF 합계 SCI급 1인당 IF 평균 SCI급 IF 평균

총괄 주저자 총괄 주저자 총괄 주저자

2016년 319.429 271.433 19.964 16.96 5.414 5.9

2017년 219.903 166.15 13.74 10.38 5.114 4.747

합계 539.332 437.583 33.7 27.35 10.528 10.647

1. 학술논문 발표 현황



총저자

주저자
2017년

2016년

SCI급 합계

35

46

43

59

총저자

주저자
2017년
2016년

SCI급 1인당 편수/
명

2.188

2.875

2.688
3.688



총저자

주저자

2017년

2016년

SCI급 IF 합계

166.15

271.433

219.903

319.429

총저자

주저자 2017년
2016년

SCI급 IF 평균

5.066

6.577

5.114

5.414



IF < 2 IF 2 - 4 IF 4 - 7 IF 7 - 10 IF > 10

2016년

2017년

IF 점수별 (IF 평균값)

1.58 1.64 2.8 3.03 5.36 5.13
8.30 7.82

32.0

13.7

IF < 2 IF 2 - 4 IF 4 - 7 IF 7 -

10

IF > 10

2016년

2017년

IF 점수별 (IF 합계)

6

4

23

18 22

13

3 3 3

5



3) 대표 논문 실적 (IF > 5)

1. IF 41.667 NATURE BIOTECHNOLOGY, 2016년 이명섭(교신저자),김용섭(1저자)
2. IF 19.309 Circulation 2017년, 장은주 (교신저자)
3. IF 13.081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2017년, 김헌식 (교신저자)
4. IF 12.589,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2017년, 이창환 (교신저자)
5. IF 12.124 Nature Communications, 2016년, 김헌식 (교신저자)
6. IF 10.189 JACC. Cardiovascular  imaging ,2016년 김민선(교신저자)
7. IF 8.282  Cell Reports, 2017년 신동명 (교신저자)
8. IF 7.955, J.Cell Biol, 2017년, 강민지 (교신저자)
9. IF 7.644, OncoImmunology, 2017년, 이창환 (교신저자)
10. IF 6.429 Frontiers in Immunology, 2017년, 김헌식 (교신저자)
11. IF 6.375  Cancer Letters, 2016년 장수환(2편) (교신저자)
12. IF 6.337  Antioxidants & Redox Signaling, 2016년 신동명 (교신저자)
13. IF 5.788   Cell Mol Life Sci, 2016년 김민선(교신저자)
12. IF 5.897, Cellular & Molecular Immunology, 2017년 김헌식 (교신저자) 
13. IF 5.168, Oncotarget : Pathology section, 2016년, 송영섭 (교신저자)
14. IF 5.17, Pigment Cell and Melanoma Research, 2017년, 송영섭 (교신저자)
15. IF 5.168 Oncotarget 2016년 장수환(2편) (교신저자)
16. IF 5.168, Oncotarget, 2016년, 최경철(3편) (교신저자)
18. IF 5.168, oncotarget, 2017년, 장성욱 (교신저자)
19. IF 5.168, Oncotarget, 2016년, 장은주 (교신저자)
20. IF 5.063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2016년 김민선(교신저자)
21. IF 5.063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2017년 김헌식(교신저자)

"2017 Journal Citation Reports(JCR)기준"



2. 연구비 수주 현황

1) 연구비 수주 총괄 (연구개시일 기준, 천원 단위)

구분
국책과제 내부과제 합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2016년 34 2,815,482 11 385,000 45 3,200,482

2017년 37 3,038,981 15 476,380 52 3,515,361

합계 71 5,854,463 26 861,380 97 6,715,843

구분
국책과제 내부과제 합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2016년 2.125 175,967.6 0.688 24062.5 2.8 200,030.1

2017년 2.313 189,936.3 0.938 29773.8 3.3 219,710.1

합계 4.438 365,903.9 1.625 53836.3 6.1 419,740.2

2) 1인당 연구비 수주 현황 (연구개시일 기준, 천원 단위)



국책과제

내부과제
2017년

2016년

과제수

15

11

37
34

국책과제

내부과제
2017년
2016년

연구비 (천원)

476,380
385,000

3,038,981

2,815,482



3. 특허, 기술 이전 현황 (출원, 등록일 기준)

구분

특허
기술이전
(건수)

합계
(건수)

출원 등록

2016년 15 5 0 20

2017년 8 3 0 11

구분

학술대회

국내 국제

2016년 25 10

2017년 18 15

4. 학술대회발표 실적 (건수)



5. 저서 & Chapter 저술 활동

1. 장은주, Pentraxin 3 (PTX3) as a biomarker of liver disease-Pentraxin 3 
(PTX3) as a biomarker of liver disease Springer Science(2016),604 , Print 
ISBN 978-94-007-7674-6

2. 장은주, Pentraxin 3 (PTX3) as a biomarker of bone disease  Biomarkers in 
Disease: Methods, Discoveries and Applications: Biomarkers in Bone 
Disease Springer Science(2016), 253 Print ISBN 978-94-007-7692-0

3. 장수환, Construction of Multi-Potent MicroRNA Sponge and Its Functional 
Evaluation  the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Springer science(2017),201-
209 Print ISBN 978-1-4939-7435-1

이곳을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연보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https://dksckszz.wixsite.com/mysite
user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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