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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 개발기업 노웨어바이오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공동주관으로 제1회 리독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노웨어바이오는 지난 12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제1회 리독스 심포지엄 '기원을 넘어서: 리독스 신호 기반의 신약개발'을 개최했

다. 100여명 이상의바이오 관련 학계, 산업계, 벤처투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성욱 노웨어바이오 대표는 "세포 내에서 어떻게 산소의 농도를 감지하고 산소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발견으로 최근 노벨생리학상을 수상한

뒤 리독스 생화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암, 심장병, 당뇨 등 질병에 대한 분자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주관한 강남세브란스 암병원의 장항석 병원장은 리독스 분야가 암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주목했다. 또 오랜 연구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MD앤더슨암센터와 다발성 골수종에 효과가 있는 물질 아비신을 포함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노웨어바이오와의 공동

임상연구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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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웨어바이오의 사내이사인 MD 앤더슨 암센터의 조던 거터만 교수는 아비신의 기능과 개발 역사, 김성욱 대표와의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했

다. 거터만 교수는 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라스카 어워드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거터만 교수는 "극한의 환경에서 자라는 사막식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물질인 아비신은 우리의 세포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당뇨나 염증, 암 등과 연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존 알렌 영국 런던대학교 교수, 닐 블랙스톤 미국 노던 일리노이 교수, 강남세브란스의 김유리, 김지형, 무함마드 핸스 베이그 박사, 좌

남수 세종대학교 교수 등이 초청 발표를 했다. 

닐 블랙스톤 교수는 "다세포 생물에서 리독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내 신호전달 체계사이의 크로스토크가 필요하다"며 리독스 생화학

관점에서 질병을 해결하는 관점을 제시했다. 

김유리 박사는 혈액암에서의 임상연구와 중개연구의 동향을, 김지형 박사는 고형암에서 새로운 약물에 대한 임상연구와 그 유용성에 대해 발

표했다. 

노웨어바이오는 앞으로도 리독스 생화학을 알릴 수 있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재 개발 중인 신약의 공동 연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성욱 대표는 "노웨어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BRD4 저해제는 후성유전학 리독스 혁신 신약"이라며 "미국 MD 앤더슨암센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과 공동 임상을 추진해 글로벌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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