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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성명 차재민

주요 

학력

경력

인천대학교 교수 (2018-현재)

박사 Imperial College London, 

Biological Systems Engineering 

(2010) 

소속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공학 (2004)

학사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 (2003)

구 성 원

직 책 인 원 성 명 (담당분야)

석 사 5

김태희(엑소좀 내 치료인자 조절), 정광헌(조직공학), 

정선영(organ on a chip), 박예린(엑소좀 내 치료인자 조절), 

강우영(조직공학)

산학협력

희망분야

1.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의 대량 생산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화장품, 진단 및 치료제, 인공 관절 등)

2.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이 포함하는 치료 인자 조절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화장품, 진단 및 치료제 등)

3. 장기 칩 기술(Organ on a chip)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암 진단 키트 등)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줄기세포 치료제를 최적화시켜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정 개발 

Ÿ 바이오리액터(인슐린, 항체 신약 등을 큰 공정기기 안에서 대량으로 생산 가능)를 줄기 

세포 치료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량 생산법 개발  

Ÿ GMP에 들어갈 수 있는 상용 가능한 기술 개발



2. 조직 공학(뼈, 심장 등 중배엽 관련) 

Ÿ 줄기세포 유래 조직 3차원 배양법 및 대량 생산 플랫폼 개발

3. Organ on a chip(장기칩) 

Ÿ 전자 회로가 놓인 칩 위에 살아있는 특정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 배양하여 해당 장기의

기능과 특성, 역학적, 생리적, 세포 반응을 모방하는 기술로서, 물리 화학적 반응의 메커

니즘 연구 가능 (신약 개발을 위한 모델로서 이용 가능)

Ÿ 3D 바이오 프린팅 이용하여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칩 구현 (인체 모델링, 병렬 

칩 구현)

Ÿ 체액에서 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엑소좀이 분비하는 물질) 또는 암세포 사멸시 분비되

는 물질인 바이오 마커 분석

Ÿ MRI, CT 등 체외 진단기기 없이도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암 진단 키트 개발 

4. 엑소좀 내 치료인자 조절 연구 

Ÿ 인체의 3차원적 구조 고려한 줄기세포의 3차원 배양 

Ÿ 환경에 따라 다른 엑소좀 분비하도록 하여 신경 재생, 혈관 재생의 효능 연구

Ÿ 뇌, 근육, 뼈 나누어 세포가 분비하는 유전자 비교 연구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9-0034575 2019.03.26.
 하이드로겔의 기계적 강도를 이용한 줄기세포의 

유전자 발현 조절 방법

2 10-2019-0034596 2019.03.26.

하이드로겔의 기계적 강도를 이용한 줄기세포 유래 

세포외 소포체의 혈관신생 관련 사이토카인 조절 

방법

연구 실적

1. 뇌졸중 후 회복증진을 위한 줄기세포 유래 세포외 소포 치료제 개발

Ÿ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Ÿ 과제기간: 2018.01.01 ~ 2019.12.31.

2. 줄기세포 유래 미세소포체의 약학조성물 조절 및 고효율 대량생산 플랫폼 개발 연구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8.03.01 ~ 2020.02.29.

3. 치료용 세포조직 배양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질병관리본부

Ÿ 과제기간: 2018.02.01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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