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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소식지를

새로운 아이콘을 만들어 차곡차곡 쌓아 둘 예정입니다. 따라

창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

서 새로 창간하는 소식지가 충실한 기록과 학회-회원간 상호

니다.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학회는 1959년 1월에 발족되었으

일을 새로 벌인다는 망설임은 있지만, 소식지는 년 2회 발간

며, 학회 공식 학술지인 “기생충학잡지

(3월, 9월)을 목표로 임원진 및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우리 학회 및 구성원의 역사를 담을 예정

전신)”는 1963년 6월에 창간되어 오늘

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해를 넘길수록 학회와 회

날까지 우리 학회의 주요 회무를 알리고 보관하여 왔습니다.

원 여러분의 역사를 충실히 보존하는 타임캠슐과 같은 역할을

2015년부터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가 종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회

출판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학회내 주요 회무를 공식적인

원 여러분들의 학회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요구됩

문서로 공포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場이 사라

니다.

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집행부에서는 우리 학회의 공

이번 창간에 맞추어 축사를 써주신 이순형 명예교수님께 진심

식적인 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간행을 담당하여 주신 유학선 기획홍

지금부터 우리 학회와 우리 학회 회원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보부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소식지는 학회 업무

감사합니다.

를 회원 여러분께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회원 개개인이나 회
원이 몸 담고 있는 학교(직장)에서 일어난 기억에 남을 만한

2016. 9. 10

일을 모든 회원들에게 알리고 보관할 것입니다. 이 소식지는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회장 이

pdf형식으로 만들어 메일로 우송할 것이며, 학회 홈페이지에

영하

❖축사
먼저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소식지 (News Letter

및 교과과정개발, 교과서집필, 학술용

of The Korean Society for Parasitology & Tropical

어정비,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Medicine)」가 창간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회원의 한사람으로

학술상 제정 등 학술연구의 장려와 표

모든 회원들과 함께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창, 학회기금 조성 등 헤아릴 수 없는

돌이켜보면 우리 학회가 1959년1월에 창립된 아래 57년이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지난 현재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

왔습니다.

다고 생각합니다. 학회 창립과 동시에 대한의학협회 회원단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체로 인정을 받은 이래 분과학회협의회(현 의학회), 과학기술

회원들의 친목과 합심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병이

단체 총연합회, 기초의학협의회 등에 가입 확고한 회원단체

었던 기생충감염을 퇴치한 실적을 이룩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로 많은 활약을 해왔습니다.

또 다른 쾌거는 우리 학술지를 SCI에 등재케 하여 우리 회원

학회가 규정한 사업으로 총회,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및 심포

들의 연구업적이 국제공인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 하겠습니

지엄 등 각종 학술행사를 계속하여 왔으며 학술지(기생충학

다. 지난 2008년에는 제 17차 국제열대의학 및 말라리아학

잡지, 현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및 기생충문헌

회(XVIIth Inter national Congress for Tropical Medicine

목록집 등 각종 간행물발간, 각 대학 기생충학교실 창설지원

& Malaria)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여 우리의 업적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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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방에 소개하였으며, 오는 2018년에는 국제기생충학회

업적이나 동정, 창의적 의견 등을 수렴하는 소식지가 탄생한

(Int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y)를 개최하게 되었

다는 것은 가히 역사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습니다.

우리 사회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관하는 기록관(archive) 업

그동안 쌓아온 기생충 및 열대질환의 관리능력과 해박한 지

무를 소홀히 여기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금반 우리

식과 경험으로 우리 회원들이 동남아 및 아프리카지역에 진

학회소식지 창간은 이 같은 기록관 업무촉진에 자극이 되고

출하여 국제봉사활동을 통한 개발도상국 돕기에 전념하고 있

다시 한번 모범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습니다. 우리 속담에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 말이 있듯이 학

끝으로 소식지창간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창안해 주신 학회 임

회 회원수나 의과대학 내 왜소한 교육단위로 폄하되어 왔던

원진, 평의원 여러분과 특히 이영하 회장님의 혜안과 지도력

우리 전공이 이렇듯 규모가 큰 다른 학회에 못지않은, 아니

에 대해서 존경과 찬사를 드리면서, 부디 창간되는 학회소식

이를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여러 방면에서 솔선수범하여

지가 역사적 기록물로 또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소통을 다지

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는 매체로 영속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학회의 이 같은 주요 역사적 회무 기록은 우리 학술지에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게재되어왔고 총무부에도 일부 보관되
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공식적인 것에 국한되었었습니다.

2016년 8월 10일

이제 회원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고 그 내용도

명예회원

학회회무나 공지사항뿐 아니라 각 대학, 교실, 회원개개인의

이순형

❖임원진 현황
구분

성 명(소속)

회장

이영하 (충남의대)

부회장

이원자(질병관리본부)

감사

박 현 (원광의대), 심서보(건국의전원)

간사/위원

부편집인(홍성종, 손운목, 용태순, 이영하, 신명헌, 양현종, 서민, 곽동미)
위원(배영안, 엄기선, 한은택, 홍연철, 공현희, 이원자, 박순정, 류재숙, 신은희,
심서보, 유학선, 최민호, 유재란, 허선, 남해선, 김진, 박현)

편집위원장

채종일 (서울의대)

기금위원장

신명헌 (연세의대)

학술용어위원장

손운목(경상의대)

정보위원장

이용석 (순천향대)

교육위원장

남해선 (순천향의대)

송현욱(간사), 심서보, 김진, 허선, 정동일, 차희재

학술상위원장

유재란 (건국의전원)

양현종, 한은택, 홍성태, 최민호, 고원규, 박현, 박순정, 심서보

기록보존위원장

서 민 (단국의대)

총무부장

양현종 (이화의대)

학술부장

한은택 (강원의전원)

차광호

기획홍보부장

유학선 (부산의대)

김종현

국제협력부장

홍연철 (경북의대)

나병국(간사), 채종일, 엄기선, 신성식, 곽동미, 공현희, 박갑만, 김진,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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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보고
❖ 2015년도 정기총회

in Cambodia

1 일시

Peter Odermatt

2015. 10. 22(목) 13:00 ~ 10. 23(금) 16:00

(Swiss Tropical and Public Health Institute)

2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

- Molecular Monitoring of Intervention Trials for Malaria
Hans-Peter Beck (Swiss Tropical and Public Health
Institute)

3 발표 연제
·구연 12건, 젊은 연구자 발표 11건, 포스터 발표 79건

6 평의원 및 임원 개선

4 교육프로그램

- 신임 평의원: 김형표, 김종현

기생충의 학명과 어원: 채종일 교수 (서울의대)
5 초청 강연
·Epidemiology and control of Strongyloides stercoralis

❖ 2016년도 제1차 평의원회
1 일시

- 신임 회장: 이영하
- 신임 부회장: 이원자
- 신임 감사: 박현, 심서보

총회에서 새로 선출함.
·평의원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평의원회비를 납부하고, 평의

2015. 11. 27.(월) 오후 5시

원회가 있을 시 최소 50%이상 참석(혹은 위임장 첨부)했을

2 장소

경우 의무를 지킨 것으로 봄. 2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연세의대 교수회의실 (종합관 6층)

았을 경우 차기 평의원 선출시 검토하여 자격을 상실함.

3 회의 내용
➊ 2016-2017 신임 임원진(안) 원안대로 승인.

➍기타

·부/위원회의 간사 및 위원 선임은 부장(위원장) 주도로

·IFTM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Tropical Medicine);

진행하기로 함
➋ 2016년도 가을학술대회 개최지 선정 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대전) 2016년 10월 27일-28일
개최 예정
➌ 평의원 자격 및 의무사항 건
·회칙상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용태순 교수로 유지함
·WFP (World Federation of Parasitologists); 엄기선 교수
로 유지함
·평의원회의 교통비는 거리 원칙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함
·학회 홈피에 ICOPA 2018 홍보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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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임원회의

3 참석자

1 일시

·이영하, 이원자, 양현종, 한은택, 유학선, 홍연철, 채종일,

2016년 1월 5일(화) 오후 6:00-9:30

이용석, 남해선, 유재란, 서민

2 장소

4 회의내용

서울역 4층 중식당 티원

1) 각 부서별 2016년 학회 사업 및 업무 계획 점검
2) 2016-2017년도 공통 사항 점검

❖ 명예회원님들과의 오찬 모임
1 일시

2 장소

2016년 4월 7일(목요일) 12:00 – 14:0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알렌관 청송홀

❖ 2016년도 제2차 평의원회

❖ 2016년도 편집위원회

1 일시

1 일시

2016. 4. 22.(금) 오후 5시

2016년 2월 29일(월) 오후 4시

2 장소

2 장소

연세의대 교수회의실 (종합관 6층)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401호

3 회의 내용

3 참석자

➊ 예산안 변경 건

채종일, 손운목, 이영하, 양현종, 곽동미, 홍성종, 용태순,
서민, 심서보, 엄기선, 최민호, 신은희 (총 12명)

·학회비중 한국건강관리협회의 ICOPA-2018 지원금은
분리함
➋ KJP 편집위원장 선출 제도 의견 청취

4 회의 내용
-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제 3조 4항; 부편집인 3명 “부편집인 10명 이내”로 수정
- 편집위원회 간사; 양현종 교수(이화의대) 호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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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제1차 학술집담회
1 일시

3 발표 제목

4월 22일(금) 오후 4:00-4:50 (발표 40분, 토의 10분)

Development of molecular POCT and G6PD deficiency

2 장소

test for malaria. 임채승 교수(고려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연세의대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

❖ 제24회 기초의학 종합학술대회
1 일시

5 연제 제목

2016년 6월 24일(금) 13:50~17:10

·Immunopathogenesis of scrub typhus. 조남혁(서울의대)

2 장소

·CTCF controls the homeostatic maintenance and
migration of Langerhans cells. 김형표 교수(연세의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인천시 연수구 송도)
진리관 A 105호실
3 주최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연세의대 열대의학연구소
4 주제
Host-Parasite Interaction and Immunity

·A mechanism for the induction of type 2 immune
responses to protease antigen in the genital tract. 이흥
규 교수 (KAIST 의과학대학원)
·Malaria and the iron, host, parasite interaction.
Joergen Kurtzhals 교수(University of Copenhagen,
Denmark)
·인수공통감염병질환 신속형광면역진단 시스템 개발. 박현
교수(원광의대)

❖ 중앙대 생분자시스템연구소-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공동 심포지엄
1 일시
2016년 8월 24일(수) 오후 1:40 - 5:30
2 장소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회의실
3 주제
Transporters and Drugables
4 연제 제목
·Drug transporters in drug development and
pharmacogenomics. 신재국 교수 (인제대 의대)

·Role of transporters in drug disposition.
이영주 교수 (경희대 약대)
·Glucose transporters of a liver fluke, Clonorchis

sinensis. 홍성종 교수 (중앙 의대)
·Oral delivery of macromolecular heparin conjugate via
functional transformation of bile acid transporters. 변
영로 교수 (서울대 약대)
·Transporter proteins for anti-malaria drug target and
drug resistance. 한은택 교수 (강원 의전원)
·Bile transporters of a liver fluke Clonorchis sinensis.
유원기 교수 (중앙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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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소개
경북대 기생충학교실을 말하다
정동일 교수님이 세운 제국
내게 경북대 기생충학.열대의학교실 (편의상 기생충학교실)
은 정동일 교수님의 제국이다. 그전에 최동익 교수님이 계

님은 그 질문을 받고 매우 당황하셨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
르지만 그 선생님은 더 이상 학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때 내
가 했던 생각, “대가가 있는 분야의 연구는 하지 말자.”

시긴 했지만, 내가 기생충학에 입문했을 때 이미 원로학자
여서 제대로 인사조차 드리지 못했다. 그 뒤를 이은 분이 정
동일 교수님이다. 처음에는 공현희 교수님과 함께 나타나더
니, 날이 갈수록 거느린 식솔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큰 키에
얼굴이 작은, 그래서 8등신에 가까운 분이 열 명 가까운 인
력을 대동하고 걷는 모습은 로마시대 장군이 병사들을 데리
고 전장에 나가는 모습을 연상시켰다. 거기서 넘치는 카리
스마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참고로 2016년
경북대 기생충학교실은 교수 3명, 조교 2명, 박사후과정 1
명, 대학원생 3명이 일하고 있다.
[그림1. 봉사를 나가신 정동일 교수님.]

연구

추진력

교수는 논문으로 말한다고, 정교수님이 제국을 세울 수 있

정교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을 키울 때 발휘된다. 경북

었던 가장 큰 비결은 탁월한 연구능력이다. 정교수님은 자

대의 교수 자리가 하나였을 때, 정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

유생활아메바을 연구테마로 잡았고, 그 뒤 20년이 넘도록

셨다.

자유생활아메바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교수

“우리 공선생 (공현희 교수)이 열심히 하면 교수가 되는 것

가 된 공현희 교수님 (동아대)과 홍연철 교수님 (경북대)도

이고.”

가시아메바 연구로 일가를 이루고 있다. 홍연철 교수의 말

결국 공선생님은 경북대 교수가 됐다. 물론 공선생님이 열

씀을 들어보자.

심히 하신 덕분이지만, 정동일 교수님의 추진력도 여기에

“가시아메바는 자유생활아메바로 육아종성 뇌염, 폐렴, 피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나중에 더 놀랄 일은 교수 자리가 세

부염 및 아메바성 각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을 가

개가 됐다는 점이었다. 기생충학에 대한 세상의 인심을 생

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항 가시아메바 약제 개발을 위해

각하면, 20여년만에 교수 자리를 세 개로 만든 능력은 정말

약물 저항성을 갖게 하는 포낭 형성 기작을 밝히기 위한 연

찬사를 보낼 만하다. 내가 몸담은 단국대만 해도 교수 자리

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데 말이다. 원래 계시

이건 아주 오래된 일인데, 학회 회원 중 한 분이 자유생활아

던 공현희 교수가 동아대로 옮긴 탓에 지금은 정동일. 홍연

메바에 관한 구연을 발표했다. 당시 유행하던 RAPD를 이용

철. 구윤경 교수가 기생충학. 열대의학 교실을 이루고 있다.

해 분류한 결과였다. 난 그저 RAPD가 참 신기한 기법이구

구윤경 교수님이 하는 일을 살펴보자.

나, 이러고 있는데 정교수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신다.

“지금까지 사용되는 말라리아 치료약물이 열성질환에 효과

“저 두 개는 같은 종 내 variation이고 저 두 개는 완전히 다

적으로 알려져 있던 약용식물 유래라는 점에 착안하여, 국

른 종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끼리 더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

내에서 열성질환 치료에 이용되는 약용식물 추출물을 이용

가 안되네요.”

하여 열대열말라리아의 새로운 치료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

정말 예리한 질문이었다. 나도 저런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

다.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순수 정제된 약용식물 유

생각할 정도로 말이다. 또 하나 든 생각은, 내가 질문의 당

래 물질을 열대열말라리아 배양과 쥐말라리아 모델에 처리

사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점이었다. 실제로 발표한 선생

하여 항말라리아 효과를 분석하고, 약물 후보군의 작용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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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 중 입니다.
경북대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 이분을 빼놓으면 섭섭할 거다.
바로 정교수님 밑에서 배운 유학선 교수 (부산대)는 요즘 학회
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실적을 쌓고 있다. 2010, 2012, 2014
년, 이렇게 2년 터울로 프론티어상. 학회 학술상. 인산학술상
을 석권함으로써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까지 했다.

글을 마치며
정교수님의 팬으로서 아쉬운 점은 학회 회장을 안하셨다는 점
이다. 팬심으로 말하자면 정교수님이 회장을 하셨다면 학회가
좀 더 발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 하지만 이렇
게 아쉬움을 달랜다. “정교수님이 기생충학을 한 것만 해도 다
행이다. 다른 과 했으면 어쩔 뻔했냐?”

단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기생충학교실 서

민

❖연구현장 탐방
원광대학교 감염생물학교실
[그림 2. 경북대 기생충학.열대의학교실 교실원들. 원래 사진 속에는 있지만 빼
달라고 부탁한 분이 한분 계시다. 누군지는 절대 비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센터)

➊ 감염생물학교실 및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센터 소개
원광대학교 기생충학교실은 1986년 소진탁 교수님이 연세
술
정교수님의 또 다른 멋진 점은 놀 줄 아신다는 것이다. 1994
년 포럼제주에 갔을 때, 정교수님과 친했던 모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낮에 정교수님이랑 회를 먹으러 갔는데, 소주까지 시키더라
고요. 거하게 한잔 했지요.”

대학교 의과대학을 정년퇴임하시고 원광대학교에 부임하여
창설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도에 박현 교수가 부임하여
2004년도 9월에 감염생물학교실로 명칭 변경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박현 교수가 인수공통감
염병 연구소을 설립하고 원광대학교 교책 연구소로 지정 받
았습니다.

정교수님과 일본에 같이 갔던 채종일 교수님의 말씀이다.
“정교수는 술에 있어서는 고래 과야.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더
라고.”
나 역시 그 사실을 잘 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난 정교수님을
오랫동안 존경해 왔고, 그래서 몇 번 대구에 놀러가 술을 마셨
다. 하지만 소주 두병 정도에 불과한 주량으로 정교수님께 대
적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기에, 난 늘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다른 이에게 폐를 끼쳤다. 한번은 정신을 차려보니 대구역이
었는데, 유학선 교수 (현 부산대 교수)가 웃는 낯으로 날 바라
보고 있었다. 날 부축하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들었겠다,라
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 뒤에도 대구에 내려갈 때
면 정교수님은 전 교실원을 대동하고 날 반겨주셨는데, 그때
의 기억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글을 쓰다보니 그
렇게 술을 얻어먹고도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다는 생각에 갑
자기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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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센터의 목적과 연구성과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센터는 사람과 동물에 감염되는 미생물
및 기생충 병원체가 주요 신변종감염병이고 이들에 대한 예
방, 진단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함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
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센
터의 연구 성과로는 논문 115편, 특허 115건, 석·박사 양성
111명입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 업적을 소개 하면 다
음과 같습니다.

에게 주인의식과 개척자 정신을 가슴에 새겨준 분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저는 열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지
고 노력하면서 연구 및 교육에 노력하여왔습니다.
2005년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최초로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및 치료제 개발 사업단에 선정되면서 연구에 많은 탄력을 받
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과정중에 개발한 형광체를 이용하
여 형광체가 진단용으로 사용 되어서 그 동안 검출부분에서
미생물 및 기생충을 진단하는데 진단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위하여 진단용
소재 개발 연구에 집중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사람과 동물에 공통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고병원성

이 이루어져서 2015년 교육부 이공계 중점연구소 사업에 선

H5N1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신속 정량 진단용 형광 면역 스

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소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도

트립 진단법 개발 및 스마트폰 활용 검출기법 개발

까지 “인수공통감염병 진단용 면역신소재 및 시스템 개발”을

현재 조류인플루엔자(H5N1) 진단과 관련하여 현장 신속진단
을 위한 colloidal gold 방식의 스트립형 진단키트가 사용되
고 있으나, 진단 검출률 및 진단 민감도가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 및 현장검사 결과에 대해 신속한 중앙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팀은 신규 형광체인 코마린 덴드리머와 함
께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용 단세포군 항체와 형광체의 축합법
개발 후, 이를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측정기기에 사용 가능
하도록 최적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일으키

목적으로 합니다.
향후 9년 동안 인수공통감염병의 신속진단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형광신소재 개발, 항체 개발, 항체대체제 개발 등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연구센터는
학회회원 및 여러 네트워크와 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 감염
병 진단소재 개발 분야와 더불어 창의적인 전문인력(연구교수
및 박사후과정) 창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회 회원님들
의 많은 응원과 협력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는 H5N1의 진단을 위해 WHO 공인 임상 검체로 등록된 베
개를 적용한 결과 96.55%의 진단 민감도와 98.55%의 진단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감염생물학 교실 및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센터장

특이도를 확보했다. 이는 기존 논문에서 보고된 신속 진단키

박현

트남 국립보건원의 H5N1 감염자 검체 29개 및 음성 검체 69

트보다 바이러스 검출률이 10배 향상된 결과이며, 진단 민감
도 역시 16.55% 이상 향상되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측정기기 개발로 진단결과의 중앙
전송/관리 가능성 확인
연구팀은 특히 국내 및 해외(베트남)에서 측정된 H5N1 진
단결과가 측정 후 1분 안에 바로 성공적으로 중앙 서버에 전
송되고, 양/음성 판독결과가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것을 확
인했다.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Theranostics (Impact
Factor: 8.25) 2월 16일 자에 ‘사람에 감염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 진단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신속형광진단
시스템 개발(Smartphone-Based Fluoroescent Diagnostic
System for Highly Pathogenic H5N1 Viruses)’이란 논문
명으로 게재되었습니다.
➌ 박현 교수의 연구스토리
기생충학교실은 제가 처음교수로 발령 받았을 때 실험실에 달
랑 현미경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진탁 선생님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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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ciparum chloroquine resistance transporter gene) 유전

❖최신 연구 동향

자 변이, 다제내성 말라리아에 대한 pfmdr1 (P. falciparum

말라리아 약제 내성: 과거, 현재 및 미래
강원의전원

한은택

multi-drug resistance protein 1) 유전자 변이 및 copy
number, 및 아르테미신 약제 내성에 대한 K13 (Kelch 13
propeller gene) 유전자 변이 등이 약제 내성 열대열말라리아
를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14]. 최근에는 pfarps10
(P. falciparum apicoplast ribosomal protein S10)의
V127M 변이, pfmdr2 (P. falciparum multidrug resistance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환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감소함에도

protein 2)의 T484I 변이, pfcrt의 N326S 변이 등이 ACT 치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약 95개국에서

료 후에 원충의 치료 지연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

말라리아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1]. 효율적인 예방 및 치료

다[17].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GWAS) 연구로 아

방법 때문에 말라리아 퇴치에 근접한 국가들이 빠르게 증가하

르테미신 약제 내성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출현

고 있는 추세이다[1]. 세계보건기구(WHO)는 궁극적으로 말

했다는 것이 밝혀졌음[16]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라리아를 지구상에서 퇴치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기술 전략을

K13 유전자 변이가 아르테미신 약제 내성과 연관이 없다는

세우고 있다[2]. 그러나 아르테미신 약제 내성 열대열말라리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구나 ACT

아와 같은 약제 내성의 출현으로 전 세계적인 말라리아를 퇴

3일째 원충 양성률과 분자마커의 유행 데이터로부터 미얀마

치하는데 큰 도전을 받고 있다[1,3].

가 아르테미신 약제 내성의 전파 한계선임[19]을 시사하였으

클로로퀸은 1950년대 후반에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며 따라서 아직 방글라데시의 서부국경 지역에서는 아직도 아

약제 내성이 보고되기 전까지 말라리아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

르테미신 약제 내성의 증거가 관찰되지 않았다.

었다[4]. 그 후 10년 안에 미얀마, 인도 및 남아메리카까지 점

말라리아 약제 내성에 대한 감시가 모든 말라리아 유행 지역

차 퍼져나갔고 1970년대 후반에는 아프리카까지 전파되었다.

에서 약제 내성의 전파 및 출현 상태를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다행스럽게도 1970년대에 획기적으로 새로운 항말라리아 약

중요하다. 앞으로 말라리아 약제 내성 원충을 퇴치하기 위해

물 아르테미신이 개발되었으며 주로 말라리아의 적혈구 발육

서 모든 발열 환자 및 무증상 환자를 검출하는 것이 “말라리아

단계에 효과가 탁월하였다. 그래서 이 약제는 또 다른 항말라

가 없는 세계”라는 퇴치 시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리아 약제와 함께 아르테미신 복합제재(ACT) 치료제로서 필

한다.

수적인 항말라리아 약으로 사용 및 권장하고 있다[3]. 아르테
미신이 지난 30년 동안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2008
년에 캄보디아 서부지역에서 약제에 대한 민감도와 감소하거
나 내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6].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동
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약제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였거나
내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7-11]. 2016년 4월에 아르
테미신 약제 내성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및 라오
스 등의 메콩강 유역의 5개 국가들에서 확인되었다[12]. 아르
테미신 약제 내성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들은 효과적인 항말라
리아 약제인 ACT 덕분에 치료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재 캄
보디아-태국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가용한 여러 가지 항말라
리아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다제내성 말라리아 또한 약제 내
성 관리 사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13]. 약제 내성 말라리아
는 생체 내 치료 효과, 분자진단 마커 분석 및 시험관내 분석
연구 등을 통해서 평가가 가능하다[14,15]. 약제 내성 출현에
관한 각 약제에 대한 그 작용 메커니즘은 de novo 유전자 변
이 및 그 분포 지역의 확산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16].
현재 클로로퀸 약제 내성에 대한 pfcrt-K76T (Plasm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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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PA-2018 조직위원회 소식
1 ICOPA 2018 조직위원회 구성
조직위원장: 용태순 교수
대회장: 채종일 교수
부대회장: 엄기선 교수
사무총장: 이영하 교수
학술위원장: 최민호 교수
재무위원장: 신명헌 교수
기획홍보위원장: 신성식 교수
2 ICOPA 2018 조직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1차: 2015년 7월 7일(화), 연세의대 1층 회의실
1) Kenes Internal 협약서 및 예산서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메시인터내셔널, 대구 convention 뷰로)
■2차: 2015년 8월 6일(목),
연세의대 러들러교수동 3층 회의실(347호)
1) 차기 ICOPA를 2018년 8월 19∼23일에 개최
2) WFP에 개최국 조직위원회의 권한을 확실히 요구함
3) PCO 선정에 있어서 WFP의 불공정 사실을 알림
■3차: 2015년 10월 1일(목),
연세암센터 지하2층 이승호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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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FP회장에게 WFP와 LOC 사이 협약서의 부당함을 알림
■4차: 2015년 11월 27일(금),
연세의대 러들러교수동 3층 회의실(347호)
1) WFP 조르겐 회장을 기초의학종합학술대회때 초청
2) 학회통장에 있는 ICOPA 지원금을 ICOPA조직위원회
계좌로 이관
■5차: 2016년 1월 25일(월),
연세의대 러들러교수동 3층 회의실(347호)
1) 2016년도 사업일정 토의. 특히 PCO 선정을 앞당김.

■11차: 2016년 7월 27일(수),

2) 2016 ICTMM(호주 Brisbane)에 참석하여
ICOPA-2018 홍보
3) WFP 조르겐 회장을 기초의학종합학술대회때 초청

연세의대 동문회관내 티원(중식당)
1) ICTMM 2016 홍보계획 토의
- 한국관광공사에 지원금 신청
- Leaflet 수정, 로고 확정

■6차: 2016년 2월 19일(금), 연세의대 알렌관 201호
1) PCO 선정 입찰 관련 제반 사항 토의
2) 대구컨벤션관광뷰로, 대구시 관계자와 협의
■7차: 2016년 3월 29일(화),
연세의대 동문회관내 티원(중식당)
1) PCO 입찰 제안서 서식 검토
■8차: 2016년 5월 10일(화),
연세의대 동문회관내 티원(중식당)

2) Web 사이트 오픈: http://icopa2018.org/

1) 입찰제안서 (인세션,덱스코) 검토

ICOPA 2018 사무국 메일:

2) 평가 방법 토의

ICOPA 2018 Secretariat <info@icopa2018.org>

3) 발표평가일 결정(2016년 5월 23일 오후 4시부터,
덱스코->인세션 순으로 )

3) 프로그램
- 학술연자 수 증가 필요
4) 기타

■9차: 2016년 5월 23일(월), 연세의대 종합관 450호

- WFP 보존비용 1인당 USD 10

1) 입찰참가 PCO 업체(덱스코, 인세션) 발표평가.
2) 우선 협상대상자로 가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덱스코를 선정.
3) 덱스코에 대한 추가질의서 회신후 최종 선정 여부를
정하기로 함.

3 ICOPA 2018 조직위원회 홍보
채종일, 엄기선 교수가 유럽기생충학회(EMOP)에 참석하여
ICOPA 2018 의 한국 개최를 홍보하였다. 2016년 7월 20일
부터 24일까지 핀란드 투르쿠에서 개최된 이 학회에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약 450명이 참석하였다. 세계기생충학회장

■10차: 2016년 6월 21일(화), 대구컨벤션관광뷰로 회의실

Jorgen Kurtzhals 교수는 2018 년 대구에서 개최될 ICOPA

1) 대구 EXCO 점검

의 성공을 기원하며 연맹관계자와 함께 점심식사 겸 중간점검

2) WFP 조르겐 회장과 면담

회의를 진행하였다.

- 행사기간이 5일로 과거에 비하여 하루 짧다

ICOPA-2018 조직위원회 대회장 및 부대회장 자격으로 참석

-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이 요구됨

한 두 교수는 학회안내 전단지 400매를 제작하여 안내데스크

-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이 많았으면 한다.

에서 배포하는 한편 폐회석상에서 2018 대구 기생충학회 안

- 홍보 강화가 필요함

내 및 참가 촉구 연설(채종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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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에서 원충학을 전공
하였고, 학위취득 후 그곳에서 계속하여 가시아메바의 포낭형
성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주된 관심분야는 치료
약제나 면역반응에 대해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가시아메바
의 포낭형성기전을 규명하고, 그 진행과정을 차단함으로써 아
메바성 각막염의 완벽한 치료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 후보물질
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콘텍트렌즈 착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아메바성 각막염을 예방하기 위한 다목적용액의 개발과, 신
속한 조기 진단을 위한 가시아메바 분비단백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학문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
고 격려해주신 정동일교수님, 공현희 교수님, 홍연철 교수님

❖2015년도 각종 학술상 수상자

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의
동물학교실의 새 식구들과 더불어 더욱 열심히 연구와 교육

1 학술상: 한은택 교수(강원 의전원)

에 힘을 다하여 좋은 논문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Molecular assessment of artemisinin resistance markers,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학회 교수님들,

polymorphisms in the k13 propeller, and a multidrug-

대학원생들 및 모든 연구자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

resistance gene in the eastern and western border areas

니다.

of Myanmar. Clin Infect Dis. 2015 Apr 15;60(8):120815.
최근대표논문
2 프론티어학술상: 문은경 박사(경북의대)

➊ Moon EK, Hong Y, Chung DI, Goo YK, Kong HH. Potential

Autophagy inhibitors as a potential antiamoebic

Value of Cellulose Synthesis Inhibitors Combined With

treatment for Acanthamoeba keratitis. Antimicrob

PHMB in the Treatment of Acanthamoeba Keratitis.

Agents Chemother. 2015 Jul;59(7):4020-5.

Cornea. 2015. 34(12):1593-8.
➋ Moon EK, Kim SH, Hong Y, Chung DI, Goo YK, Kong

3 건협우수논문상: 공현희 교수(동아의대)

HH. Autophagy inhibitors as a potential antiamoebic

Down-regulation of cellulose synthase inhibits the

treatment for Acanthamoeba keratitis. Antimicrob

formation of endocysts in Acanthamoeba. Korean J

Agents Chemother. 2015. 59(7):4020-5.
➌ Moon EK, Xuan YH, Kong HH. Microarray and KOG

Parasitol. 2014 Apr;52(2):131-5.

analysis of Acanthamoeba healyi genes up-regulated
4 신풍호월학술상: 민득영 석좌교수(을지의대)

by mouse-brain passage. Exp Parasitol. 2014. 143:69-

ICOPA-2018 조직위원회 대회장 및 부대회장 자격으로 참석

73.

한 두 교수는 학회안내 전단지 400매를 제작하여 안내데스크

➍ Moon EK, Hong Y, Chung DI, Kong HH. Cysteine

에서 배포하는 한편 폐회석상에서 2018 대구 기생충학회 안

protease involving in autophagosomal degradation of

내 및 참가 촉구 연설(채종일)을 하였다.

mitochondria during encystation of Acanthamoeba.
Mol Biochem Parasitol. 2012.
185(2):121-6.

❖신임교수 소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동물학교실 조교수 문

➎ Moon EK, Chung DI, Hong Y, Kong

은경

HH. Protein kinase C signaling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3월 1일부로 경희대학교 의과대

molecules regulate encystation

학 의동물학교실에 발령받은 문은경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of Acanthamoeba. Exp Parasitol.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2012. 132(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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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정
학교명

회원명

회원 동정 및 학술활동

고려의대 기생충학교실

주경환

- 정년퇴임 (2016년 8월 31일)

경상대 수의대
기생충학교실

김종현

- 경상대학교 교수회·대학평의원회 사무간사 위촉
(2016년 3월-2018년 2월)
- Moscow Forum (Protist-2016), Moscow, Russia 참석 (2016년 6월 5일-13일)

전복실

- 10th Vaccine Congress, Amsterdam, Netherlands 참석 (2016년 9월 4일-7일)
- Vaccines R&D 2016, Cartagena, Colombia 참석 (2016년 11월 10일-12일)

문은경

- 전임교원(조교수) 임용 (2016년 3월 1일)

경희의대
의동물학교실

유학선

- Brain Busan 21, 면역조절치료소재연구인력양성 사업단장 재임
- 호주 ICTMM 학회 참석 (2016년 9월 18일-22일)

강신애

- 호주 ICTMM 학회 참석 (2016년 9월 18일-22일)

최준호

- 호주 ICTMM 학회 참석 (2016년 9월 18일-22일)

이다인

- 호주 ICTMM 학회 참석 (2016년 9월 18일-22일)

송소명

- 호주 ICTMM 학회 참석 (2016년 9월 18일-22일)

채종일

-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취임(2016년 1월 1일) - 정년퇴임 (2016년 8월 31일)
- 유럽기생충학회(EMOP), Turku, 핀란드 참석 (2016년 7월 19-26일)

홍성태

- WHO, WPRO의 Regional Program Review Group on neglected tropical diseases,
신임위원 위촉 (2016년 5월)

원광의대 감염생물학교실

박현

- 원광의대 학장 부임(2016년 3월 1일)

인제의대 기생충학교실

고원규

- 백인제기념임상의학연구소 감염질환 및 말라리아연구부 부장 (2003년-현재)
- 학생선발위원회 위원장 (2015년-현재)

조선의대 기생충학교실

김석일

- 명예퇴임 (2016년 8월 31일)

이영하

- 호주 ICTMM 참석 (2016년 9월 18일-22일) - 일본 APCPZ 참석 예정 (2016년 11월 26일-27일)

차광호

- 일본 Awaji International Forum of Infection and Immunity 참석 (2016년 9월 6일-9일)

육재민

- 일본 Awaji International Forum of Infection and Immunity 참석 (2016년 9월 6일-9일)

김지혜

- 일본 Awaji International Forum of Infection and Immunity 참석 (2016년 9월 6일-9일)

선푸름

- 일본 Awaji International Forum of Infection and Immunity 참석 (2016년 9월 6일-9일)

부산의대
기생충학교실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충남의대
감염생물학교실

충북의대
기생충학교실

한양의대
환경의생물학교실

이재형

- 일본 Awaji International Forum of Infection and Immunity 참석 (2016년 9월 6일-9일)

Sun Rubing

- 일본 Awaji International Forum of Infection and Immunity 참석 (2016년 9월 6일-9일)

엄기선

- 유럽기생충학회(EMOP), Turku, 핀란드 참석 및 Keynote 발표 (2016년 7월 20-24일)
- 호주 ICTMM 참석 (2016년 9월 18일-22일)
- 일본 APCPZ 참석 예정 (2016년 11월 26일-27일)

전형규

- 호주 ICTMM 참석 (2016년 9월 18일-22일)
- 일본 APCPZ 참석 예정 (2016년 11월 26일-27일)

박한솔

- 유럽기생충학회(EMOP), Turku, 핀란드 참석 및 구두 발표 (2016년 7월 20-24일)
- 일본 APCPZ 참석 예정 (2016년 11월 26일-27일)

이동민

- 호주 ICTMM 참석 (2016년 9월 18일-22일)
- 일본 APCPZ 참석 예정 (2016년 11월 26일-27일)

최성준

- 호주 ICTMM 참석 (2016년 9월 18일-22일)
- 일본 APCPZ 참석 예정 (2016년 11월 26일-27일)

강예슬

- 건강관리협회 미얀마 양곤 인근 3개 지역 학생건강관리사업 파견 (2016년 8월 7일-15일)
- 호주 ICTMM 학회 참석 (2016년 9월 18일-22일)
- 일본 APCPZ 학회 참석 예정 (2016년 11월 26일-27일)

안명희

- 호주 ICTMM 학회 참석 (2016년 9월 18일-22일)

류재숙

- 한양의대 인증평가 중간평가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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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일 교수 건강관리협회 제24대 회장 취임
우리학회의 편집위원장이며 평의원이신 서울의대 채종일 교
수님이 한국건강관리협회 제24대 회장으로 2016년 1월 1일
취임하셨다. 채종일 신임회장님은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에 특화된 건협
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관리에 실질적

- 충북의대: 강예슬
- 한양의대: 박은아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노주환, 양경선, 최가희
- Mahidol University: Patchanee Chootong,
Siriruk Changrob
-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윤상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

❖알림

이라고 강조하셨다.

1 제 58회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박현 교수 원광의대 학장 취임

➊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우리학회 평의원이신 원광의대 박현 교수님이 모교 의대학장
님으로 2016년 3월 1일 취임하셨다. 또한 박현 학장님은 취

13:00-10월 28일(금) 15:30
➋ 장소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내

임사를 통해 원광의대를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진료, 봉사 및 연

간호대학 대강당(대전시 중구 문화동)

구의 발전을 위해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

➌ 초록 접수 기간 : 2016년 9월 19일(월)~10월 7일(금)

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셨다.

➍ 일정 (추후 변동 가능) :
10월 27일 목요일

■김혜숙 교수 ‘바르는 말라리아 치료물질' 개발
(연합뉴스제보, 2016/08/30)’
우리학회 평의원으로 일본 오카야마(岡山)대 약대 김혜숙 준

12:00-13:00 등록
13:00-13:10 개회사 및 환영사
13:10-18:00 (연제 발표포스터세션, 초청강연 등)
18:00-20:30 간친회

교수(부교수)가 "종전 경구용 말라리아 치료제와 달리 피부에
바르는 약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

10월 28일 금요일

은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N-89'라는 항말라리아 효

09:00-11:30 (연제발표,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 세센 등)

과가 있는 화합물질 개발에 최근 성공했다. 5마리의 쥐에 말

11:30-12:30 총회 및 학술상 수상, 사진촬영

라리아 원충을 주사한 뒤 4마리에는 신개발 물질을 포함한 연

12:30-13:30 점심

고를 지속해서 바른 결과 두 달 후에 원충이 사라진 것으로 확

13:30-15:00 (포스터 세션, 연제발표 등)

인됐다. 그러나 이 물질을 이용한 말라리아 치료제를 의료 현

15:00-15:30 포스터 및 연제 우수상 발표 및 수상

장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안전성 검사 등 거쳐야 할

15:30

폐회

단계가 많다.
2 제18회 포럼제주(2016), The 18th Forum Cheju

❖학회 가입 신입회원(2015년 10월 총회)

1) 일시: 2016년 10월 28일(금)오후 4시 ~ 10월 30일(일)
2) 장 소: 대전, 충남의대 진료실기센터 2층 217 강의실
The2ndfloorhall(Room#217),ClinicalSimulation

- 강원의전원: Muh Fauzi

Centerbuilding, ChungnamNationalUniversityS

- 경북수의대: 손의한

choolofMedicine,Daejeon,Korea

- 서울의대: 송혜미, 이희영
- 연세의대: 김주영
- 원광의대: 누엔민녹, 누엔첸휴, 누엔티풩린,
덩단바오, 도티환김, 부이티쿡
- 중앙의대: 류얀얀
- 충남의대: 김예은, 김지혜, 선푸름, 이재형, 최희권,
고배배(Gao Feifei), Sun Rubing

➌ 주관: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➍ 주최자: 충남의대 이영하 교수
➎ 초록(영문) 접수: 9월 1일- 10월 7일(금)
➏ 일정 (추후 변동 가능)
October 28, Friday
17:00-17:20: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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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8:20:Speciallecture
19:00-21:00:Welcome Reception
October 28, Saturday
09:00-12:20: Session
12:20-13:10: Lunch Break, Steering Committee
13:10-13:40: Poster Session
13:40-18:00: Session
19:00-21:00: Farewell Dinner
October 30, Sunday
Excursion at Buyeo(扶余), Baekje (百濟) World
Haritage Site
14:30: Arrival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3 The 14th Asia-Pacific Congress for Parasitic
Zoonoses (APCPZ)
➊ Date : 26-27 November 2016
➋ Venue : Azabu University
Ground-floor hal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 Building 1-17-71
➌ Abstract Submission : 1st July - 3rd October 2016
(Abstract in English, not
more than 1 page of A4
paper. Oral or poster
presentation are both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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