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to Research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의 기전과 췌도 이식을 통한 당뇨병 개선방향
을 연구하고 당뇨합병증인 만성신장질환을 치료하고 관련 기전 연구
를 통해 통해 국가적 난제인 난치성 질환 극복을 목표로 합니다.
서구화된 식생활 및 고령화 사회로 진행함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대
사성 질환 (당뇨병, 만성신장질환)뿐 아니라 췌장관련 질환인 췌장
염을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여러 대사성 질환에 대한 세포
모델 및 동물모델을 구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
을 발굴하고 관련 인자를 탐색함으로써 대사성질환의 치료 원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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