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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년도 대한간학회-한국간재단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선정 안내

1. 회원님과 회원님 가정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대한간학회에서는 지난 2018년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2018년도 대한간학회-한국간재단
학술연구비 지원과제를 공모하였으며, 단독 및 공동과제 13개 과제, 40세 이하 젊은연구자 과제 6개 과
제로 총 19개의 지원과제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소집된 심사위원회에서 단독
및 공동과제 5개 과제, 40세 이하 젊은연구자 과제 3개 과제로 총 8개의 지원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1. 공동과제
1) 김지훈 (고려의대 내과) 유전자 및 단백질 분석을 이용한 간세포암 환자에서 넥사바 반응예측
바이마커 발굴
2) 심주현 (울산의대 내과) 간세포암종 원인인자에 따른 종양미세환경의 면역유전체학적 특성과
이와 연관된 면역항암제 반응 및 내성의 기전 규명을 위한 연구

2. 단독과제
1) 김혜령 (서울의대 병리과) 한국인 자기면역 간염의 병리학적 특징 및 임상소견과 병리소견의
관련성
2) 장정원 (가톨릭의대 소화기내과) 간암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HBV의 숙주게놈 내 삽입
에 의한 텔로미어 관련 드라이버 유전자 조절 및 바이오마커 기능의 탐색
3) 진영주 (인하의대 내과) 고령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노인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 유형
에 따른 생존 예측 및 예후 예측 모델 개발 연구; 간세포암에 대한 한국의 빅데이터 분석

3. 40세 이하 젊은연구자 과제
1) 성필수 (가톨릭의대 소화기내과) 간섬유화 개선 신규물질 스크리닝 및 이를 이용한 생체 내 항
섬유화 기작 검증
2) 이민종 (강원의대 소화기내과)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의 급성 악화, 합병증 발생 및 간세포암
발생 예측에 있어 혈청 myostatin의 유용성 평가: 혈청 바이오마커 후보물질 발굴 –다기관 후
향적 코호트 연구

3) 이한아 (고려의대 소화기내과) 저근육형 비만과 근지방증의 간경변증 환자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 및 딥러닝 기반 Image segmentation을 이용한 근육,
지방세포 양/질 측정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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