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8] Global Innovative Biotherapeutics & Regenerative Medicine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재생의료 컨퍼런스

4월 13일(목), 09:20~16:20 / Rm.318

Plenary Speech 09:20-10:00

09:20-10:00

CAR (Chimeric Antigen Receptor)-T Cell Therapy for B-cell Malignancies 

Keiya Ozawa, Professor, Division of Genetic Therapeutics, IMSUT Hospital, The 

University of Tokyo Center for Gene & Cell Therapy (CGCT)

Session 1. 해외 재생의료 산업협의체 기관의 산업화 전략과 각국 기업의 최신기술 소개 10:00~12:30

최근 첨단 재생의료산업의 주요 기술과 제품이 성숙되고 관련 인허가 제도가 체계화됨에 따라 시장 및 산업 규모가 증

가하고 있으나 재생의료 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 인허가의 예측 가능성 및 시장 기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의 제품 개발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산업 구조와 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기술적 합의점을 찾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본 세션에서는 한국 CARM과 양해각서(MOU)체결한  일본 재생의료 기관 FIRM, 호주 

바이오협회 AusBiotech기관의 소개와 각 기관들의 회원사들의 최신 기술을 통해서  CARM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재

생의료 분야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해당사자 협의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기업들의 상생 및 협력 방

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Session Chair 최병현, 부센터장,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 

Speakers

10:00-10:15 Why Australia for Regenerative Medicine? 

Glenn Cross, CEO, AusBiotech

10:15-10:30 Developing an iPSC-derived MSC Therapeutic Product

Ross Macdonald, CEO, Cynata Therapeutics

10:30-10:45 Australian Regenerative Medicine Institute

Silvio Tiziani, Chair, AusBiotech Regenerative Medicine Advisory Group

10:45-11:00 Regeneus Ltd (ASX: RGS) 

Duncan Thomson, Vice President, Licensing and Alliances, Regeneus

11:00-11:15 Industrialization of Regenerative Medicine update in Japan

Takuya Yokokawa, Head, Steering Committee, Forum for Innovation Regenerative Medicine (FIRM)

11:15-11:35 T-CiRA: An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in an Attempt to Overcome the “Valley of 

Death”

Seigo lzumo, Senior Vice President, Global Head of Regenerative Medicine Unit, Head of Scientific Affairs 

Japan, 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11:35-11:55 Clinical Development of MSC for the Treatment of Steroid Refractory aGVHD in Japan

Katsuhiko Tachibana, Scientific advisory fellow, JCR Pharmaceuticals Co., Ltd.

11:55-12:30 Panel Discussion

Chair

Panelist

Bryan Choi, Vice President, Global Stem Cell & Regenerative Medicine Acceleration Center(GSRAC)

Glenn Cross, CEO, AusBiotech

Ross Macdonald, CEO, Cynata Therapeutics

Silvio Tiziani, Chair, AusBiotech Regenerative Medicine Advisory Group

Duncan Thomson, Head, Regeneus



Takuya Yokokawa, Head, Steering Committee, Forum for Innovation Regenerative Medicine (FIRM)

Seigo lzumo, Senior Vice President, Global Head of Regenerative Medicine Unit, Head of Scientific

Affairs Japan, 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Katsuhiko Tachibana, Scientific advisory fellow, JCR Pharmaceuticals Co., Ltd.

Session 2.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전략 14:00~17:30

바이오산업의 태동기 분야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차세대 맞춤치료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줄기세포치료제는 세계시장 규모에 있어 연평균 24.6%, 유전자치료제는 8.5%의 성장률

이 기대되고 있는 등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의 기하급수적 확대에 따라 임상시험 완료, 품목승인을 마친 업체가 주도하는 신

제품 연구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석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파이프라인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최고의 기

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개발스토리, 글로벌 진출 전략 및 노하우 등을 소개하여 후속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관련 생

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Session Chair 이태규, 센터장, CoGIB(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코디네이팅센터)

Speakers

14:00-14:20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를 위한 층분리배양법 기반 단일클론 중간엽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및 임상적 

적용

송순욱, 대표이사, SCM 생명과학

14:20-14:40 Innovative Stem Cell Therapeutics by MEDIPOST, Strategy for Globalization and 

Marketing Authorization of CARTISTEM in Japan

정미현, 부장, 개발부, 메디포스트

14:40-15:00 CAR-T 개발 및 L/O 사례

정재균, 연구소장, 바이로메드

15:00-15:20 CRISPR/Cas9 기술과 치료제 개발 전략과 특허 전략

홍영빈, 연구소장, 툴젠

15:20-15:30 Session Break

15:30-15:50 Emerging Therapeutic Potential of the Oncolytic Vaccinia Virus (Pexa-Vec, JX-594)

최지원, 이사, 신라젠

15:50-16:10 자궁경부전암 면역치료백신 GX-188E의 임상 효력 및 항암면역치료를 향한 병용요법 전략

윤진원, 이사, 제넥신

16:10-16:30 CAR-NK 개발 및 임상전략 등

황유경, 연구소장, 목암연구소, 녹십자랩셀

16:30-16:50 인보사 개발, 국내/미국 임상결과 및 경험, 국내인허가 사례, DMOAD 전략, 글로벌 L/O 사례 및 전략

이범섭, 부사장, 코오롱생명과학

16:50-17:30 Panel Discussion

Chair

Panelist

이태규, 센터장, CoGIB(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코디네이팅센터)

송순욱, 대표이사, SCM 생명과학
정미현, 부장, 개발부, 메디포스트
정재균, 연구소장, 바이로메드
홍영빈, 연구소장, 툴젠
최지원, 이사, 신라젠
윤진원, 이사, 제넥신
황유경, 연구소장, 목암연구소, 녹십자랩셀
이범섭, 부사장, 코오롱생명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