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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혈관 질환 T2B 기반 구축 센터(심혈관 제품 유효성평가센터 Cardiovascular Product Evaluation
Center, CPEC) 센터장 장양수 입니다.
심혈관질환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따라 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기술 및 의료제품의 개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심혈관분야의 의료제품 산업화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심혈관 질환 분야의
우수한 기초 연구 성과를 의료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unmet needs를 반영한
신뢰성 있는 유효성평가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본 센터의 설립 목적은 국제 수준의 심혈관질환 유효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한 기초
연구성과를 발굴하여 효율적인 유효성평가 및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 의료산업 발전의 핵심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 드리며 세계수준의 심혈관 제품 유효성 평가센터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Yangsoo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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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상 유효성평가 전용 Angiograph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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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목표
아시아 허브 역할을 담당할 세계수준의
심혈관제품 유효성평가 클러스터 구축

비전

“심혈관제품 유효성평가센터”는 국내외 개별기관에서 얻어진 기초성과물에
대한 효과적인 유효성평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제품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의료산업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목표

심혈관질환 연구성과의 유효성평가를 위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국내외 기초 연구성과의 발굴과 유효성평가 서비스 및 통합 자문서비스
연구성과의 산업화 단절 해소 및 심혈관질환 의료제품화 진입 활성화

임상 진입,
기술 자문 서비스

심혈관질환 유효성평가
인프라 구축

신뢰성 있는
유효성평가 서비스
연구력증대
유효성평가
연구확대

제품화 및
시장성 자문 서비스

의료제품 산업화
임상진입
장벽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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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구

심혈관제품 유효성평가센터
심혈관 질환 T2B 기반구축 센터

주관연구기관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유효성평가팀

협력기관

공간, 인력, 설비,
의료장비 제공

의약품팀

내부협력기관

의료기기팀

임상시험센터
뇌심혈관 융합사업단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의료기술 품질평가센터
심혈관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연구단
SECRET 연구센터
심장융합영상연구센터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원인연구센터

센터 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평가위원회
CS 위원회
사무국
행정지원팀
조직경영팀
평가관리팀
기술정보팀

유전자세포 치료팀
기능성식품팀
진단시약팀

외부협력기관
KAIST
회계법인 이촌
특허법인 다나
㈜켐온
㈜제니아
㈜바이오버드
㈜바이오톡스텍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건국대학교 실험동물센터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충북대학교 동물의료 생명과학 사업단
서울대 혈관질환신약후보물질발굴사업단

임상자문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병원
임상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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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원주기독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독성평가기관
인허가기관(식약청)

심혈관질환 전문가 네트워크

국내네트워크
한국식품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실험동물센터
서울대 혈관질환 신약후보물질 발굴사업단

원주기독병원

충북대학교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 동물의료 생명과학 사업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연구원
KAIST

경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국외네트워크

Stanford Univ.

CRF

CPEC

T3 Labs

NCVC

Biopolis

미국 Translational Testing and Training Laboratories(T3 Labs)
미국 Stanford University Cardiovascular Institute
미국 Cardiovascular Research Foundation (CRF)
일본 National Cardiovascular Center
싱가폴 Bio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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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산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초연구성과물을 적극 발굴하고
신뢰성 있는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제품화를 촉진하는
국가의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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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평가 수행 분야
〉본 센터에서 수행하는 평가서비스 분야: In vitro부터 중·대형 동물모델, Software Validation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에 따른 심혈관 질환 유효성평가 model 확립
- In vitro, in vivo, ex vivo 모델 총 112건
유효성평가 담당 분야

기초성과
선도/후보

In vitro Modeling
Simulation

중·대형 동물실험

소형 동물실험

Ex vivo

In vivo
(소형동물)

In vivo
(중·대형동물)

독성, PK
임상단계

·국내 최초 전임상 평가 전용 angiography 와 640 multi-slice cardiac CT를 이용한
심혈관 및 심장기능평가모델
·Miniature pigs를 이용한 intracoronary stent의 효능 평가 모델
·Coronary artery occlusion을 이용한 canine, porcine MI 모델 등
중대형 동물 모델 45건
·Mouse와 rat의 ischemic heart model (심장, 하지 허혈 모델)
·Mouse와 rat의 cardiomyopathy, 심근경색, 고혈압, 동맥경화 모델
·ApoE KO mouse 유전자 적중 모델 등 소형동물 모델 54건

In Vitro/Ex vivo평가/
·In vitro / Ex vivo / Simulation 모델 13건
Simulation
Software Validation

·의료용 소프트웨어 유효성평가

대표적인 유효성 평가
·WHHL rabbit을 이용한 동맥경화 억제 효능평가

·Oil-red O staining

·ApoE-/- mouse를 이용한 동맥경화 억제 효능 평가

·Oil-red O staining
·Plasma lipid level 확인
·Blood pressure 확인

·Rat carotid artery balloon injury model을 이용한 혈관 재협착
효능 평가

·H&E staining
·EVANS blue staining
·IHC

동맥경화

심근경색

·Miniature pigs acute/chronic myocardial infraction model을 이용한
심근경색 치료 효능평가
·Rat acute/chronic myocardial infraction model을 이용한 심근경색
치료 효능 평가
·Miniature pigs를 이용한 혈관 지혈 효능 평가
·Rabbit/rat을 이용한 혈전 지혈 효능 평가

혈행/지혈
·Rat carotid arterial thrombosis model을 이용한 혈행 개선 효능 평가
·Miniature pigs를 이용한 스텐트의 약물용출 평가

약물용출
고혈압
혈관재협착

평가항목

·Echocardiography
·PV loop analysis
·TTC staining
·Trichrome staining
·Bleeding time 확인
·Bleeding amount 확인
·H&E staining
·Occlusion time 확인
·Blood flow 확인
·thrombus weight

·Miniature pigs를 이용한 풍선도자의 약물 용출 평가

·장기별, 시간별 약물 용출
확인 (liver, RCA, LAD, spleen,
kidney, whole blood)

·Mouse/rat을 이용한 고혈압 치료 효능 평가

·Blood pressure 측정

·Miniature pigs를 이용한 스텐트의 혈관재협착 억제 효능평가

·QCA 확인
·OCT 측정 (neointima 확인)
·H&E staining

·Miniature pigs를 이용한 풍선도자의 혈관재협착 억제 효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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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원
세계최고의 임상인프라를 활용한 유효성평가 수행

사무국
·유효성평가 상담, 계약, 자문 업무

시험분석실
·유전자 및 단백질 분석
·혈액 분석
·세포 실험

동물실험실 (연세의료원 ABMRC)
·동물유효성평가 수행
·국제인증 AAALAC
·세계수준의 동물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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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전임상 유효성평가 연구동
국제적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최첨단 시설
주요평가장비

주요평가시설

·대동물용 혈관조영촬영장치(Angiography system)

·중대동물 영상평가실 (CT room, Angio room)

·대동물용 심장 컴퓨터단층촬영장치 (Cardiac CT)

·초음파실 (소동물 전용 Echo, 중대동물용 Echo)

·혈관 광학단층촬영장치(OCT system)

·수술실, 부검실, 분석실 등

·중대동물용 초음파 촬영 장치

·강의실 (유효성평가 전문가 양성 Program)

·소동물 전용 초음파 촬영 장치

·Telemetry 실
·Core lab

중대형동물 유효성 평가 장비

Angiography System

Control room

Cardiac CT

OCT system

Anesthesia machine

Echocardiography

Blood flowmeter

Telemetry System

Echocardiography

소형동물 유효성 평가 장비

Advanced ventila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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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의뢰자의 기초연구 성과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3가지 트랙 운영)
〉유효성평가에서 임상시험 및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One-Stop Service 제공
: 임상 진입 및 기술 자문, 비임상/임상 평가연계, 제품허가, 산업화에 관한 자문서비스 제공

기초연구 성과의 특성별 아이템 발굴 및 분류

"Step-down track"
"Licensing-in 제품"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서비스 및 자문"
제품화
유효성평가 서비스
/ 기술자문

"Incubation track"

신규타겟/기능평가
기술자문
(타 유효성평가센터 협력)

"Intensive care track"

전임상 /
임상진입자문

원천기술/지적재산권
유효성평가 서비스
/ 효능자문

제품화 /
시장성자문

원천기술/지적재산권
기술자문 및
최적서비스

법률자문 /
시장성자문

"원천기술확보 및 기술이전 서비스 및 자문"

10_Cardiovascular

Product Evaluation Center

산업화

기술이전
기술적자문 /
법률적자문

기술이전,
제품화

제품화 /
시장성자문

조직병리 평가 서비스
〉조직병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hard tissue, soft tissue processing 및 slide scanning service 제공

Hard tissue processing
·Resin(PMMA) block
·Stent specimens block
·H&E staining

Soft tissue processing
·Paraffin block
·H&E, Special staining
·IHC staining

Slide scanning service
·Speed and efficiency
·Quality control
·Quantitative analysis and digital storage
·Multi-focus(0.1㎛ layer)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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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절차
〉의뢰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아이템마다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유효성평가 및
관련 자문 서비스가 완료 될 때까지 일관되게 관리
〉유효성 평가를 의뢰한 초기에 임상의, 전문평가자, 평가의뢰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개발 제품의
성격에 맞는 평가 방법 및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 및 제품 개발에 반영

시험의뢰문의
상담

사무국: 상담 및 담당 코디네이터 선정

NDA, MTA체결

NDA(Non-Disclosure Agreement)
MTA(Material Transfer Agreement)

접수

사무국: 평가의뢰서 접수, 관리(홈페이지)
유효성평가 design 수립

기술평가

운영위원회: 서비스 분류 및 평가책임자 결정

계약

서비스 비용 및 성과물 지분 계약

유효성평가

유효성평가 진행: 시험분석 및 성적서
평가위원회: 유효성평가 결과 분석

평가결과송부

사무국: 유효성평가 결과보고서 송부 및 상담

관리 및 자문

지적재산권, 사업화, 임상 통합 자문 서비스 지원

12_Cardiovascular

Product Evaluation Center

▶

임상전문의, 기초연구자,
변리사 등
전문가 팀이 참여하여
Total 서비스를 제공

유효성 평가비 지원 시스템
〉유효성평가 의뢰 시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개발유망 품목에 대해 저희 센터에서 평가비를 지원합니다.

대학·연구소·산업체연구자 유효성 평가비 지원 신청
·신약리드, 개발후보 ·의료기기 시제품 ·기능성 원료 ·진단용 의약품

유효성 평가비 지원 심사

평가비 지원을 통한 유효성 평가 진행

유효성 평가 후속 지원 및 성과 관리
·임상진입 컨설팅
·기술이전
·제품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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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평가 후속 성과
〉본 센터의 유효성 평가에 따른 주요 후속 성과

유효성평가를 통하여 KFDA, 미국 FDA 및 유럽 EMA IND 승인 및 임상 시험 진행
제품화, 기술이전 및 정부과제 선정 등의 다양한 성과 창출

제약회사

벤처기업

대학교
EUROPEAN MEDICINES AGENC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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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S

H E A LT H

->영문서체 Trajan Pro

우리가 응시하는 미래, 그 초점은 당신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종합병원, 아시아의 허브병원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세브란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당신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약케 합니다.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
당신을 향한 세브란스의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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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서울 본원 |

| 오송 전임상 유효성평가 연구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세대학교 의료원 제중관 3층

오송생명1로 221

TEL 02-2228-0320

TEL 043-238-8020

FAX 02-2227-8027

FAX 043-238-8021
URL www.cpec.co
Email cpec@cpe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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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꿈이 실현되는 곳
심혈관제품 유효성평가센터에서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우편번호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02-2228-0320, 2227-8026
FAX 02-2227-8027 Email cpec@cpec.co http://www.cpec.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