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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속으로
육군 전력 막강
하네…지상군
페스티벌 개막

바이러스 조작 암세포만 골라 파괴
인물동정

인사

부고

사고

본사손님

사람속으로 연재기사보기

연세대 의대 김주항, 윤채옥 교수팀이 바이러
스를 조작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새 유전자 암
치료법을 개발했다. 산업자원부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릴렉신(Relaxin) 유전자의 새

초대석
금강산관광 지속해야?

기능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혀내고 릴렉신
을 바이러스에 주입해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
는 새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베스트 클릭

기존 바이러스 치료법은 일부 암세포에만 작

‘고려사’ 여백의 낙서 추적해
보니

용해 살아남은 암세포들이 급속하게 성장하

그녀，가슴이 눈부셨다
“프랑스사람들 한국 너무 몰라
요”

는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암세포
를 변형시키는 바이러스(종양선택적 아데노바이러스)를 암세포에 주입하면 스스로 증식해 주
변 정상 세포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암세포가 죽도록 만든다.

러시아 경제력 한국 앞질렀다

연구팀은 릴렉신이란 인체 호르몬 유전자를 주입한 아데노바이러스를 암세포에 깊숙하게 투입
동아닷컴 단독

하면 바이러스가 암세포에서 1만 배 이상 증식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파괴된 암

라이스 “북핵 이전방지 양국합
의”

세포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주변 암세포로 침투해 증식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해 치료 효과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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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으로 뒤덮
인 화성의 극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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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마의 지지율’ 5% 첫
돌파

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PSI에 참여하면 전쟁나” 협박

연구팀은 내년 초 세브란스병원에서 두경부 암에 한해 임상시험을 할 예정이다.

'어민행패'이영호 "이 모독을⋯"

산자부가 1999년부터 10년 동안 지원하는 차세대 신기술개발 사업의 난치성질환 유전자치료
제 개발 과제를 통해 이뤄진 이번 연구는 세계적 암 연구 전문 잡지인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
(JNCI) 18일자에 실린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할로윈 축제의 유래 그리고 ...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성격...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웅이 ♪의 뒷 골목 얘기 (88...

200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2학기 인터넷배치표
수능만점! 종로학원 특강
동아음악콩쿠르
2006본선실황 생생한감

ㅤ[이 뉴스를 평가해 주세요]ㅤㅤㅤㅤㅤ
속시원뉴스

울화통뉴스

날웃긴뉴스

날울린뉴스

유익한뉴스

(0표)

(0표)

(0표)

(0표)

(0표)

동
동영상·DVD 서비스 오
픈!

투표결과는 '누리꾼이 직접 편집하는 뉴스, 누리꾼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0분안에 핵심을 잡아
라!

2006.10.19 02:55 입력

시험쪽집게노트 무료제공
운세
내 인생에도 분명히
행운과 부가 있다!
VOD 영화관
대청풍운 강산풍우정....
중국무협 1,2편 무료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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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자동차보험

비밀번호

자동차보험 무료비교견적
견적만 해도 38% 할인!
동아 바둑
동아닷컴 바둑 서비스
대국실/뉴스/강좌/기보

내용은 400자내로 적어주세요. 상업광고, 인신공격, 비방, 욕설 등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ㅤ1인당 연속 투고는 2회로 제한됩니다.

보험
보험료 절약하세요
가격비교 컨설팅
초등
100점 약속하는 중간고
사
완전정복문제집 무료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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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카페,블로그 등에서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
습니다.
Copyright by donga.com . email: newsroom@donga.com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n=200610190040 (3 / 4)2006-10-20 오전 11:33:49

donga.com[뉴스]-바이러스 조작 암세포만 골라 파괴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n=200610190040 (4 / 4)2006-10-20 오전 11:3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