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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 의과대학에서 개발 된 Vascugen 라이센스 혈관 재생 줄기세포 기술 

Vascugen 은 난치병 환자를 위한 성체 줄기세포 치료법을 개발 중인 회사다. 

 

즉시 발표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Vascugen Inc. 은 인디애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혈관 형성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에 대한 허가를 오늘 발표했다. Vascugen Inc. 

은 재생의학 회사로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혈류 감소 및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 세계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는 Vascugen 창립자이자 인디애나대학교 명예 석좌교수인 

Dr. Mervin C. Yoder 가 개발한 핵심 지적 재산권에 대한 특허권이 포함된다. 이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연구, 진단, 치료, 조직 공학 및 3-D 프린팅 응용 분야에 대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Yoder 연구팀은 신체 내에서 새로운 혈관 형성을 담당하는 희귀한 세포를 

최초로 발견하였고, 그 세포를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한 연구팀이다. 

 “혈관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연구는 건강한 혈관이 어떻게 유지되고 재생되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임상 적용으로 발전시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잠재력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Vascugen 의 Yoder 최고과학책임자 (CSO) 가 말했다. 

미국 국립 심장, 폐, 혈액 연구원 (NHLBI) 에 따르면, 50 세 이상 미국인 20 명 중 1 명이 말초 

동맥 질환 (PAD) 을 앓고 있다. 흔히 ‘동맥 경화’라고 불리는 이 만성 질환은 혈류 내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동맥벽을 따라 모일 때 발생한다. 축적된 플라크는 혈류를 감소시키거나 차단하며 

사지 절단의 주요 원인이다. 사지 절단 수술을 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5 년 이내에 사망하며 이는 

유방암, 결장암 및 전립선암의 사망률보다 높다. 



Vascugen 의 최고경영자 (CEO) 인 Carter Cliff 는 “심각한 형태의 PAD 환자에게는 

치료법이 없다. 우리는 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사전 임상 

연구에서 우리의 제품이 산소가 부족한 조직으로의 혈류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Vascugen 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Vascugen 은 인디애나대학교 혁신 및 상업화 사무소(ICO) 로 부터 혈관 형성 기술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인디애나대학교 혁신 및 상업화 사무소 (IU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fice) 소개 

인디애나대학교 혁신 및 상업화 사무소 (ICO) 는 인디애나대학교 연구원의 혁신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의 보호 및 상업화를 담당한다. 1997 년 이래로 인디애나대학교 연구는 약 3,000 건의 

발명품을 창안하여 4,500 건 이상의 세계 특허 출원을 창출했다. 이러한 발견으로 인디애나대학교 

학과, 연구소 및 발명가를 위한 1 억 1500 만 달러 (한화 약 1,300 억 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라이선스 및 로열티 수입이 1 억 4 천 2 백만 달러 (한화 약 1,520 억 원) 가 넘는다. 

 

Vascugen Inc. 소개 

Vascugen. 난치성 혈관 퇴행성 질환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첨단 의약품 및 혁신 치료제들을 

개발하는 재생의학 회사다. 본 업체는 성체 줄기세포로부터 혈관 복구, 재생 및 기능 회복을 포함한 

폭넓은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독점적 전 세계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혁신적, 과학적, 

임상적인 리더 팀으로 구성된 Vascugen 은 혈관내피 줄기세포 기술 분야의 선구자이자 전문가인 

Mervin C. Yoder 최고과학책임자가 설립했다. Vascugen 의 첫 번째 치료제는 주로 사지 절단, 

생명의 질 저하, 심혈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를 초래하는 말초 동맥 질환 (peripheral artery 

disease, PAD)을 목표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www.Vascugen.com 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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