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BIO KOREA 2022 컨퍼런스 세부 프로그램

날짜

세 션 명

시간

S1. 면역항암제 개발 동향

13:00~15:20

면역항암제
15:30~17:30

S3.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13:30~15:30

S4. 원격의료행위의 규제와 디지털 치료제

13:30~15:30

S5. 바이오헬스 기업이 꼭 알아야할 주요 이슈

15:30~17:00

정밀의료

S6. 바이오헬스 데이터 현황과 활용

14:00~17:30

317호

오픈이노베이션

S7. 한-호주 바이오기술 미래와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13:30~16:20

301호

S8.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동향 및 해외진출 방안 모색

09:30~11:55

300호

S9. K-백신 자급화 현황 및 전략

09:30~15:40

308호

5.11
기술사업화
전략

글로벌 진출
전략
백신

5.12

307호
S2. 면역항암제: 암치료의 새로운 지평

마이크로바이옴

(수)

장소

308호

300호

S10.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영상 및 디지털 병리 동향
및 사례

09:30~11:30

S11. 인공지능 신약개발 – 기술진보와 미래전망

13:30~17:30

S12. 치매극복을 위한 첨단 치료 및 진단•예방 기술의 혁신적
개발 연구

13:00~17:40

300호

임상

S13. 국산 의료기기 개발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임상 인프라
고도화 방향

14:00~16:00

307호

오픈이노베이션

S14. 한-캐나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10:00~12:45

301호

화장품

S15. 주요국 화장품 정책 제도 변화

09:00~12:00

308호

S16. 첨단바이오의약품 국내외 규제 동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규제조화 논의

09:30~11:00

S17. 재생의료 기술에 기반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따른
특허, 비임상시험 및 허가전략 논의

13:00~15:00

S18. 유전자 세포 치료제의 글로벌 트렌드 현황

15:30~17:00

S19. 코로나19 이후 통상질서 재편 및 신통상쟁점 등장

10:00~12:00

수출통상

S20.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GVC 공급망
관리 및 ESG 전략 모색

14:00~16:30

디지털치료제

S21. 디지털치료제(DTx)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전략

09:10~11:15

AI

(목)
알츠하이머
혁신의료기기

재생의료
5.13
(금)
국제협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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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호

317호

307호

300호

면역항암제
Session 1. 면역항암제 개발 동향
5월 11일(수) 13:00~15:20, 307호
암 치료의 미래로 불리는 면역항암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파이프라인을 늘려가고 있다. 면역
항암제의 기술 및 산업 동향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을 위한 지원 전략을 제시
한다. 이어, 차세대 항암 신약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국내 최신 기술을 알아본다.
Session Chair

김순남, 본부장, R&D 본부, 국가신약개발재단

Speakers
13 : 00 ~ 13 : 20

면역항암제 개발 전망과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 전략
김순남, 본부장, R&D 본부, 국가신약개발재단

13 : 20 ~ 13 : 45

STING 단백질 분해 억제 기전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도출
박승범, 대표이사, (주)스파크바이오파마

13 : 45 ~ 14 : 10

신규 면역관문 타겟인 CD300c 에 대한 면역항암치료제 비임상 연구
전재원, 대표이사, (주)센트릭스바이오

14 : 10 ~ 14 : 35

항-HLA-G/CD3 T 세포 연결 이중항체 개발 후보물질 도출
박범찬, 부사장, 항체신약연구소, ㈜와이바이오로직스

14 : 35 ~ 15 : 00

면역억제 현상 극복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CD19 CAR-T 개발 전략
김건수, 대표이사, (주)큐로셀

Novel Cell Therapy Against Brain Cancer – Made in Australia
15 : 00 ~ 15 : 20 Mathias Kroll, General Manager, Business Development, QIMR Berghofer Medical
Research Institute
Session 2. 면역항암제: 암 치료의 새로운 지평
면역 종양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과 도전

5월 11일(수) 15:30 - 17:30, 307호
국내 개발중인 면역관문억제제와의 새로운 병합요법 등 최신 면역항암제 치료제 및 난치성 암질환의
혁신적 접근으로 기대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동향을 소개한다
Session Chair

박중원, 단장, 항암신약신치료개발사업단, 국립암센터

Speakers
15 : 30 ~ 15 : 40

면역항암제 국가연구개발방향
김학균, 부단장, 항암신약신치료개발사업단, 국립암센터

15 : 40 ~ 16 : 10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이야기; 항암 치료에서 항 4-1BB 항체
이중원, 이사, 연구소, ㈜유틸렉스

16 : 10 ~ 16 : 40

TGF-β 신호전달 억제 물질인 Vactosertib 의 다양한 항암제와의 병용 치료 효과
김성진, 대표이사, ㈜메드팩토

16 : 40 ~ 17 : 10

췌장암과 담도암의 면역항암치료
우상명, 수석연구원, 간담도췌장암센터, 국립암센터

Cell-based Immuno-oncology Strategies for Control of Cancer in Public Hospitals17 : 10 ~ 17 : 30 A Case Study using a Hybrid Public/Private Economic Model
Dominic Wall, Executive Director, Cell Therapies Pt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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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바이옴
Session 3.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5월 11일(수) 13:30 - 15:30, 308호
과거, 미생물은 주로 해로운 존재로 여겨졌지만,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간 상호작용의 이해를 통해
인류 건강 증진 및 사회·경제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기술로 부각 중인 상황이다. 본 세션에서는 비약적 확대가 전망되는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제, 헬스케어 시장의 향후 국내외 동향 및 전망을 알아보고 본 분야의 선점을 위한 전략
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Session Chair

김지현, 교수, 시스템생물학과, 연세대학교

Speakers
13 : 30 ~ 13 : 55

마이크로바이옴의 현재와 미래: 기초과학에서 임상적용까지
김명희, 책임연구원, 대사제어연구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 : 55 ~ 14 : 20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현황
배지수, 대표, ㈜지놈앤컴퍼니

14 : 20 ~ 14 : 45

마이크로바이옴 정밀 분류 디스커버리 플랫폼 기반 헬스케어 및 LBP 치료제 개발
홍광희, 상무, 신사업개발, 씨제이바이오사이언스㈜
Panel Discussion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창출을 위한 활성화 방안
Session Chair

14 : 45 ~ 15 : 30

김지현, 교수, 시스템생물학과, 연세대학교
panel 1

김봉수, 교수, 생명과학과, 한림대학교

panel 2

김창훈, 대표, ㈜마크로젠

panel 3

박철원, 대표, (주)고바이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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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전략
Session 4. 원격의료행위의 규제와 디지털 치료제
5월 11일(수) 13:30 - 15:30, 300호
4차 산업혁명 및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각광 받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원거리에 있는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정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즉 원격의료 관련한 법적 쟁점 및 입법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약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디지털을 이용한 디지털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향후 주목해야 할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모바일 통신 및 온라인 게임 산업
강국이라는 이점을 살려 글로벌 선두주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므로, 디지털 치료제의 허가
실무를 알아보고자 한다.
Session Chair

박정희, 변호사, IP 그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Speakers
13 : 30 ~ 14 : 00

14 : 00 ~ 14 : 30

14 : 30 ~ 15 : 00

원격의료 관련 법적 쟁점 및 입법 동향
허수진, 변호사, 법제행정 그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내 원격의료 활용 사례
김종엽, 책임연구원, 미래의료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
강영규, 팀장,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Regulatory Framework and Approval of Digital Therapeutics in EU and China

15 : 00 ~ 15 : 30 Zina Chatzidimitriad, Managing Associate Senior Counsel, Sidley Austin LLP
Chen Yang, Managing Associate Senior Counsel, Sidley Austin LLP
Session 5. 바이오헬스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
많이 아는 스타트업이 성공한다

5월 11일(수) 15:30 - 17:00, 300호
이 세션에서는 국내 바이오 제약 스타트업이 사업을 운용함에 있어 알아야 할 이슈를 정리하였다.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경우, 동종업계에서의 인력 이동으로 발생하는 영업비밀 이슈, 발명자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직무발명 이슈 등 발생하는 법률 이슈와 전략을 공유한다. 또한,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빈번히 일어나는 기술 라이선스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
전략과 해외 글로벌 시장 진출 시의 전략과 유의사항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Session Chair

박정희, 변호사, IP 그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Speakers
15 : 30 ~ 16 : 00
16 : 00 ~ 16 : 30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 이슈
염호준, 변호사, IP 그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바이오헬스 기술라이센싱_진단/기기 사례 중심
Adrian Dawkes, Managing Director, PharmaVentures
해외 글로벌 시장진출에 따른 전략, 유의사항

16 : 30 ~ 17 : 00 Janice Logan, Partner, IP, Morgan Lewis
Vivien Yu, International Partner, Labour and Employment, Morgan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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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Session 6. 바이오헬스 데이터 현황과 활용
Bio Big Data 및 Healthcare Data

5월 11일(수) 14:00 - 17:30, 317호
정밀의료는 개인의 임상정보 및 유전체 정보, 라이프로그와 같은 생활습관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의료 서비스"로써, 피해 갈 수 없는 의료서비스 변화와 흐름의 중심이다.
이러한 정밀의료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이미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
하여 추진 중이며, 한국 정부도 정밀의료 생태계 조성 및 정밀의료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 이후 100만명 규모의 본 사업을 기획 중
이다. 정밀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공공데이터와의 연계,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및 합의도 수반되어야 한다. 본 세션에서는 현재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정밀의료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정밀의료 서비스를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의료계, 학계, 산업계의 역할 및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밀의료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Session Chair

송시영, 교수, 소화기 내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Speakers
14 : 00 ~ 14 : 30

바이오헬스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구축을 위한 여정
윤건호, 교수, 내분비내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4 : 30 ~ 14 : 50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추진 현황 및 계획
박현영, 부장, 미래의료연구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14 : 50 ~ 15 : 10

정밀의료 지원을 위한 HIRA 빅데이터 운영 방향
조일억, 부장, 빅데이터사업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밀의료 바이오뱅크 운영 전략
김유진, 연구관, 바이오뱅크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Break
대규모 바이오헬스 프로젝트 데이터 개방 전략 및 활용 방안
15 : 45 ~ 16 : 05
박유랑, 교수,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연세대학교
15 : 10 ~ 15 : 30

16 : 05 ~ 16 : 25

바이오헬스 데이터 표준화 전략
신수용, 부교수, 디지털헬스학과, 성균관대학교

16 : 25 ~ 16 : 45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의 임상 및 산업적 활용
김경철, 대표/대표원장, 웰케어 컨설팅/웰케어 클리닉

16 : 45 ~ 17 : 05

마이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및 데이터 구축
신영아, 대표, (주)아이크로진
Panel Discussion

Q&A and Discussion
Session Chair

17 : 05 ~ 17 : 30

송시영, 교수, 소화기 내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panel 1

윤건호, 교수, 내분비내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panel 2

박현영, 부장, 미래의료연구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panel 3

조일억, 부장, 빅데이터사업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panel 4

김유진, 연구관, 바이오뱅크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panel 5

박유랑, 교수,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panel 6

신수용, 부교수, 디지털헬스학과, 성균관대학교

panel 7

김경철, 대표/대표원장, 웰케어 컨설팅/웰케어 클리닉

panel 8

신영아, 대표, (주)아이크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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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이노베이션
Session 7. 한-호주 바이오 기술 미래와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한-호주 바이오 혁신 포럼

5월 11일(수) 13:30 - 16:20, 301호
기술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자원만으로 혁신을 주도하기란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오픈이노
베이션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최대의 화두가 된 지 오래이다.
바이오 업계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한-호주 혁신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니즈를 소개함
으로써, 양국의 협력 Bridging point 를 발굴, 기업 간 혁신적인 협력 확대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호주 협력 우수사례 및 파트너십 성공 요인을 공유함으로써, 파트너십 추진을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Speakers
13 : 30 ~ 13 : 50

호주 제약바이오 산업 기술 및 투자 동향
Lorraine Chiroiu, CEO, AusBiotech

13 : 50 ~ 14 : 10

글로벌 RNA 차세대 기술개발 동향
Sharon Lewin, Director, The Peter Doherty Institute for Infection and immunity

호주 mRNA기술의 번역결과물(Translational Outcomes) 도출 역량향상 소개
14 : 10 ~ 14 : 20 Romain Tropee, Nucleic Acid Production Lead, Australian Institute
Bioengineering and Nanotechnology(AIBN), University of Queensland

for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차세대 치료법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생태계 조성
14 : 20 ~ 14 : 30 Laura Collie, Senior Medical Advisor, Office for Health and Medical Research, New
South Wales Ministry of Health
14 : 30 ~ 14 : 40

망막질환 분야 RNA 치료법: 잠재적 가능성 소개
Sue Fletcher, Chief Scientific Officer, PYC Therapeutics

14 : 40 ~ 14 : 50

미충족 의료 수요 대응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법 개발
Thomas Mitchell, CEO, BiomeBank

14 : 50 ~ 15 : 00

엠큐렉스 mRNA 플랫폼 기술 기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홍선우, 대표, 엠큐렉스㈜

15 : 00 ~ 15 : 10

비강흡입 백신 부스터샷 및 CAR-T 세포치료제와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
정화순, 부장, 해외마케팅, ㈜지뉴인텍

15 : 10 ~ 15 : 15

첨단 의약품 컨테이너 제품 및 기술 소개
이한, 상무, 경영/기술전략부문, 두산

첨단 의약품 컨테이너 제품 및 기술소개
15 : 15 ~ 15 : 20 Christopher Weikart,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hief Scientist, Research &
Development, SiO2 Materials Science
호주 바이오테크 투자진출 기회
15 : 20 ~ 15 : 35 Julie Quinn, Senior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er, Austrade (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
15 : 35 ~ 15 : 50

호주 임상 생태계 소개 및 글로벌 협력 사례
Jeffery Wong, Director, Business Development, Nucleus Network Pty Ltd

15 : 50 ~ 16 : 05

호주 임상시스템 소개 및 우수사례 공유
남준희, 팀장, 임상개발센터, 대웅제약

16 : 05 ~ 16 : 20

한-호 바이오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성공 요인
김훈택, 대표, 대표이사, (주)티움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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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 전략
Session 8.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동향 및 해외진출 방안 모색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동향 분석

5월 12일(목) 09:30 - 11:55, 300호
코로나19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 등으로 급속
한 변화를 겪고 있다. 본 세션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트렌드 분석을 시작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해외지사(미국·중국·UAE·카자흐스탄)에서 국가별 보건의료산업 현황과 진출 방안에 대한 발표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동향에 대해 이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의료사업의 해외진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Session Chair

이행신, 단장, 국제의료전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Speakers
09 : 30 ~ 09 : 50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동향 및 전망
박진영, 팀장, 국제의료전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Opportunities fo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Delivery Systems of COVID-19

09 : 50 ~ 10 : 10 Vaccines, and their Future Implications
Nasser Fares Massoud, Managing Director, Concept Realization
10 : 10 ~ 10 : 30

UAE: 한국 바이오 제약 및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
박민성, Senior Advisor, Healthcare, International Holding Company (IHC)
Break

10 : 35 ~ 10 : 55
10 : 55 ~ 11 : 15
11 : 15 ~ 11 : 35
11 : 35 ~ 11 : 55

보스턴 바이오헬스 생태계 동향
박순만, 지사장, 미국지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및 트렌드
윤주한, 지사장, 중국지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AE 제약시장 현황 및 한국 의약품 진출 방안
이영호, 지사장, 아랍에미리트지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카자흐스탄 보건산업 시장 현황 및 전망
최정희, 지사장, 카자흐스탄지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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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Session 9. K-백신 자급화 현황 및 전략
5월 12일(목) 09:30 – 15:40, 308호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백신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신속한 백신 개발·
생산이 팬데믹 대응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면서 백신 주권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는 기존의 백신기술로는 팬데믹의 확산을 조기에 제어하기가 불가능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기술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백신 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장
기적으로 자체 백신 개발 등 백신 기술력 확보로 백신 자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본 세션에서는 국내
외 백신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현재 백신 자급화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발 전략을 모색한다.
Session Chair

이재면,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Speakers
09 : 30 ~ 09 : 50

세계 보건 형평성을 위한 백신 개발: 한국의 도전과 기회
김한이, 대표이사, (재)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Canada’s Landscape for Vaccine Innovation Including Biomanufacturing

09 : 50 ~ 10 : 15 Paul Hodgson, Director, Business Development, Vaccine and Infectious Disease
Organization, VIDO-InterVac
10 : 15 ~ 10 : 40

10 : 40 ~ 11 : 05

11 : 05 ~ 11 : 30

필수예방 백신 자급화 현황 및 전략
성백린, 단장 / 교수,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mRNA 백신 자급화 현황 및 전략
홍기종, 단장, 사업단, 신변종감염병mRNA백신사업단
고부가가치 백신 자급화 현황 및 전략
우정택, 단장, 글로벌백신기술선도사업단
Panel Discussion

K-백신 상용화 지원 전략
Session Chair

11 : 40 ~ 12 : 20

성백린, 단장 / 교수,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panel 1

김한이, 대표이사, (재)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panel 2

홍기종, 단장, 사업단, 신변종감염병mRNA백신사업단

panel 3

우정택, 단장, 글로벌백신기술선도사업단

panel 4

김연희, 연구관, 생물제제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panel 5

김태현, 팀장, 제품개발연구소, LG 화학

panel 6

조양제, 기술총괄대표, 연구소, 아이진(주)

panel 7

백영옥, 대표이사, (주)유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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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esentation
포스트코로나 시대, 백신 원부자재 기업 혁신 기술 사례 공유
Speakers
14 : 10 ~ 14 : 25
14 : 25 ~ 14 : 40
14 : 40 ~ 14 : 55
14 : 55 ~ 15 : 10
15 : 10 ~ 15 : 25
15 : 25 ~ 15 : 40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반 차세대 COVID-19 백신 개발
신광수, 선임연구원, 연구소, (주)셀리드
면역증강 플랫폼 기술과 그 활용
염정선, 대표이사, 총괄, 차백신연구소
엠큐렉스 mRNA 플랫폼 기술 기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홍선우, 대표, 엠큐렉스㈜
백신생산을 위한 일회용 세포배양시스템 국산화 성공사례
김경남, 대표, (주)마이크로디지탈
첨단 의약품 컨테이너 제품 및 기술
이한, 상무, 경영/기술전략부문, 두산
백신 생산공정 사례
정경희, 본부장, 기술개발본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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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ession 10.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영상 및 디지털 병리 동향 및 사례
인공지능 의료 진단: 영상과 병리

5월 12일(목) 09:30 - 11:30, 317호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분야 적용은 정밀의학의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진단 영상 및 디지털 병리 서비스는 대표적인 의료 AI 응용 분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
조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진단 영상 및 디지털 병리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동향 및
전망, 국내외 적용 사례, 의료영상 자동 진단을 위한 융합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Session Chair

최병욱, 본부장/교수, 연구개발혁신본부/영상의학교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Speakers
09 : 30 ~ 10 : 00

10 : 00 ~ 10 : 30

10 : 30 ~ 11 : 00

11 : 00 ~ 11 : 30

인공지능 기반 영상진단 기술의 최신 동향 및 전망: 의료영상 및 디지털 병리
김남국, 교수, 융합의학과, 울산대학교
고형암 환자를 위한 딥러닝 기반 병리 이미지 분석 기술의 최신 동향
곽태영, CTO, AI리서치본부, (주)딥바이오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영상 분석 및 디지털 병리 적용 사례
정규환, 부사장, 연구소, ㈜뷰노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분석을 통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김휘영, 교수,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연세대학교

Session 11. 인공지능 신약개발 - 기술진보와 미래전망
5월 12일(목) 13:30 - 17:30, 317호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이후, 신속한 신약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인공지능(AI)기술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여전히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기대와 과대광고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일까?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해당 분야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술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인공지능(AI)기술을
신약개발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Session Chair

김우연, 센터장, AI 신약개발지원센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Speakers
13 : 30 ~ 14 : 00

14 : 00 ~ 14 : 30

14 : 30 ~ 14 : 50

14 : 50 ~ 15 : 10

해외동향 및 사례
김병찬, 이사, CADD, XtalPi
신약개발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도전과 우리의 응전
신현진, 부소장, 연구 및 운영, 목암생명과학연구소
AI신약개발전략: 현황과 과제
김혜정, 팀장, 신약개발센터, 에이치케이이노엔㈜
인공지능(AI) 를 이용한 신약개발 연구 사례
정희진, 팀장, 신약연구 본부, 리큐온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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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30 ~ 15 : 50

15 : 50 ~ 16 : 10

16 : 10 ~ 16 : 30

스탠다임: 워크플로우 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회사
송상옥, 연구개발최고책임자, 스탠다임 종합기술원, (주)스탠다임
시퀀스 기반의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의 가치 및 성과
배영철, CBO, 사업개발부, 디어젠(주)
물리학ㆍ양자역학 기반의 AI 신약개발 기업 팜캐드
우상욱, 대표이사, (주)팜캐드
인공지능, 분자 시뮬레이션,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을 복합적으로 이용한 신약개발 및

16 : 30 ~ 16 : 50 적용사례
임재창, 최고기술책임자, 연구팀, 히츠
16 : 50 ~ 17 : 10

17 : 10 ~ 17 : 30

에임드바이오의 환자 중심 AI 신약 개발과 정밀 의료 기술 소개
허남구, 연구소장, R&D센터, (주)에임드바이오
전사체 기반 AI 신약 개발
김이랑, 대표이사, (주)온코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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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Session 12. 치매 극복을 위한 첨단 치료 및 진단ㆍ예방 기술의 혁신적 개발 연구
신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치매예방, 진단, 치료제 개발 현황

5월 12일(목) 13:00 - 17:40, 300호
치매는 65세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심각한 퇴행성 질환 중 하나이다. 최근 아두카누맙
이 치매 치료제로써 미 FDA의 긴급승인 후 사용되고 있으나 상반된 임상결과에 따른 논란이 있는
상황이며, 이에 혁신적인 기법을 이용한 치료제나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예방하는 첨단 기술의 개발
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세션에서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따라 급증하는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
운 연구결과와 첨단 기술 플랫폼들을 소개한다. 본 세션의 연구들이 상용화/사업화를 거쳐 치매의 진
단,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Session Chair

묵인희, 단장 / 교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Speakers
13 : 00 ~ 13 : 20

13 : 20 ~ 14 : 00

14 : 00 ~ 14 : 40

14 : 40 ~ 15 : 20

치매치료제 시장 현황 및 개발 동향
묵인희, 단장 / 교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새로운 카이메릭 포식 유도체를 통한 비염증성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 개발
정원석, 부교수, 생명과학과, 카이스트
알츠하이머병에서 지질대사를 이용한 신 치료전략
배재성, 교수, 생리학교실, 경북대학교
하이브리드 그래핀 치매진단 센서 및 인공지능 기반 현장진단용 바이오칩
심준섭, 대표이사 / 교수, 주식회사 바이오제네시스 / 광운대학교 전자융합공학과
Break

15 : 40 ~ 16 : 20

16 : 20 ~ 17 : 00

17 : 00 ~ 17 : 40

Lowering ApoE as a Treatment Target in Alzheimer’s Disease and Primary Tauopathies
David Holtzman, Professor, Neurology,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 St. Louis
집속초음파 혈뇌장벽개통 기술을 활용한 치매치료기술
이은희, 선임연구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뇌로의 약물 치료제 전달을 개선하는 새로운 BBB 셔틀 이중항체 플랫폼, Grabody B
이상훈, 대표이사, 에이비엘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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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임상
Session 13. 국산 의료기기 개발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임상 인프라 고도화 방향
혁신의료기기(술)의 실제 임상 경험 사례와 당면 과제

5월 12일(목) 14:00 - 16:00, 307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등 기술·사회적 환경 변화로 '바이오
헬스산업'이 부상됨에 따라, 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의료기기(술)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혁신의료
기기(술)는 대체로 기존에 적용된 바 없는 새로운 기술이 사용되므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지만, 많은 비용 소요 등의 문제가 있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세션에서는
혁신의료기기 제품 실증 경험과 정책적인 이슈를 바탕으로, 산업계, 병원, 전문가 토론을 통해 혁신
의료기기(술) 임상적 근거창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Session Chair

구성욱, 교수, 신경외과학교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Speakers
14 : 00 ~ 14 : 20
14 : 20 ~ 14 : 40
14 : 40 ~ 15 : 00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의 운영 성과, 상생과 나아갈 방향
임상현, 교수, 흉부외과학교실, 아주대학교병원
혁신의료기기 임상 사례 및 이슈: VUNO Med - DeepCARS
이예하, 대표이사, 주식회사 뷰노
의료기기 임상 실증 생태계 구축 방안
김수연, 팀장,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anel Discussion

혁신의료기술 가치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임상 인프라 고도화 전략
Session Chair

14 : 45 ~ 15 : 30

구성욱, 교수, 신경외과학교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panel 1

임아람,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 보건복지부

panel 2

김수연, 팀장,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anel 3

임상현, 교수, 흉부외과학교실, 아주대학교병원

panel 4

이예하, 대표이사, 주식회사 뷰노

panel 5

유현승, 대표, (주)시지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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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이노베이션
Session 14. 한-캐나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5월 12일(목) 10:00 - 12:45, 301호
신약 개발에 있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이 다양한 형태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성공적인 개방형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한캐나다 간 제약바이오 협력 확대를 위한 정보 공유 및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Speakers
캐나다 제약바이오 산업 트렌드
10 : 10 ~ 10 : 25

Sandra

Anderson,

Senior

Vice

President,

Commercialization

and

Strategy,

Innomar Strategies
10 : 25 ~ 10 : 40

10 : 40 ~ 10 : 55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소개
허경화, 대표,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한-캐나다 협력 사례
James Pankovich, Executive Vice President, Clinical Development, Bold Therapeutics
Break

11 : 15 ~ 11 : 25

11 : 25 ~ 11 : 35

보로노이: 기업 소개 및 비즈니스 기회 모색
안재영, 이사, 사업부, 보로노이
Creating Business Opportunities
Verner de Biasi, Chief Partnerships Officer, Cyclica lnc.
Introduction on Business Opportunities

11 : 35 ~ 11 : 45

Tony Chung, VP/Head of IR, Investor Relations, CHA Biotech
정인철, 상무, Investor Relations, (주)차바이오텍

11 : 45 ~ 11 : 55

11 : 55 ~ 12 : 05

Introduction to Epidemic Intelligence - BlueDot Opportunities in South Korea
Dev Karan Singh, Public Sector Strategy Lead, BlueDot lnc.
메디포스트의 북미 세포치료제 생산 전략
이승진, 본부장, 사업개발본부, 메디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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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Session 15. 주요국 화장품 정책 제도 변화
5월 13일(금) 09:05 - 12:00, 308호
주요 국가의 화장품 정책, 제도 변화에 따라 해외 진출 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별 화장품 정책, 제도 분석과 최신 인허가 관련 규정 및 등록 절차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별 수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 애로사항 해소와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Speakers
09 : 20 ~ 10 : 00

10 : 00 ~ 10 : 40

10 : 40 ~ 11 : 20

11 : 20 ~ 12 : 00

최신 중국 화장품 규제 동향; 완제품과 원료를 중심으로
손성민, 대표, 리이치24시코리아(주)
최신 EU 화장품 규정 및 CPNP 등록 절차
심형석, 대표, 규정팀, 하우스부띠끄
전략적 미국 코스메틱 시장 진출
장지은, 과장, 영업팀, (주)글로벌표준인증원
할랄화장품 표준의 핵심이슈와 할랄인증
노장서, 원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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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
Session 16. 첨단바이오의약품 국내외 규제 동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규제조화 논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규제 조화

5월 13일(금) 09:30 - 11:00, 317호
2020년 국내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됨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있어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법 시행 이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규제당국인 식약처의 향후 정책방향과 개선방향을
점검하고,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개발된 혹은 개발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첨단재생바이오법으로 인해 국내 진출
시 겪는 어려움을 통해 해외와 국내 관련 규제 조화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Session Chair

이득주, 부회장, (주)지씨셀

Speakers
09 : 30 ~ 10 : 00

10 : 00 ~ 10 : 30

10 : 30 ~ 11 : 00

Regulatory Science and CMC Considerations for Regenerative Medicine Cellular Products
성경은, Principal Investigator / CMC Reviewer, 생물학 평가 연구 센터, 미국 식품의약국
지씨셀 줄기세포치료제 CT303의 건선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 IND 허가 과정 사례 공유
박대휘, 팀장, 세포치료연구소, (주)지씨셀
글로벌 개발 의약품의 국내 진입 사례를 통한 규제조화 방안 모색
하수정, 부장, 허가부, (주)한국얀센

Session 17. 재생의료 기술에 기반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따른 특허, 비임상시험 및 허가 전략 논의
사업화 전략기반 재생의료 R&D 수행방안

5월 13일(금) 13:00 - 15:00, 317호
의약품과 의료기술 성격이 공존하는 재생의료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품의 특성이
화학합성의약품뿐 아니라 일반적인 바이오의약품과도 큰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생의료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이슈들이 계속해서 도출되고 있고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자들이 고군분투하며 특허, 비임상시험 및 허가 전략 등의
사업화의 길을 개척하고 있지만 참고할 만한 지침이나 사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세션이 개발
자들의 고충을 덜고 재생의료 R&D의 시행착오를 줄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ession Chair

손성구, 본부장, R&D사업화지원본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Speakers
13 : 00 ~ 13 : 30

13 : 30 ~ 14 : 00

14 : 00 ~ 14 : 30

14 : 30 ~ 15 : 00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성공적인 인허가전략
임화경, 대표, 대표, 비앤피랩㈜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비임상시험 수행 전략
최우성, 대표이사, ㈜샤인티앤씨
바이오 기업의 특허 전략
김경교, 대표 변리사, 제약, 교연특허법률사무소
재생 의료 특허 전략
양용, 대표 변리사, 바이오화학, 교연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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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8. 유전자 세포 치료제의 글로벌 트렌드 현황
R&D에서 생산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각 기업간의 교류 - 네트워크의 장

5월 13일(금) 15:30 - 17:00, 317호
의약품과 의료기술 성격이 공존하는 재생의료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품의 특
성이 화학합성의약품뿐 아니라 일반적인 바이오의약품과도 큰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생의료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이슈들이 계속해서 도출되고 있고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
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자들이 고군분투하며 특허, 비임상
시험 및 허가 전략 등의 사업화의 길을 개척하고 있지만 참고할 만한 지침이나 사례가 턱없이 부족
한 실정이다. 이번 세션이 개발자들의 고충을 덜고 재생의료 R&D의 시행착오를 줄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ession Chair

유승권, 교수, 생명공학과, 고려대학교

Speakers
15 : 30 ~ 16 : 00

신개념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퇴행성 질환치료제 개발
주지현, 교수 / 대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입셀
Panel Discussion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대량생산
Session Chair

16 : 00 ~ 16 : 30

16 : 30 ~ 17 : 00

유승권, 교수, 생명공학과, 고려대학교
panel 1

유종상, 대표, 아피셀테라퓨틱스

panel 2

주지현, 교수 / 대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입셀

panel 3

김건수, 대표이사, (주)큐로셀

panel 4

이주연, 연구소장, 생명과학연구소, 엑셀세라퓨틱스

panel 5

이재영, 치료제개발파트장, 치료제개발파트, (주)툴젠

CGT CMC.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관련 글로벌 동향
Ulf Bethke, Head, Quality and Regulatory Affaire, Miltenyi Biotec B.V. & Co.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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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Session 19. 코로나19 이후 통상질서 재편 및 신통상쟁점 등장
보건산업 수출통상 및 국제협력 전략 모색

5월 13일(금) 10:00 - 12:00, 307호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무역 및 통상정책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및 새로운 통상 쟁점의 등장 등에 따라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되고 있으며 세계 통상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보건산업 분야에 기회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최근 WTO 및 FTA 체결 경향과 함께
주요국의 정책 변화 등 세계 통상질서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보건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통상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국이나 국제기구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Session Chair

한동우, 단장, 보건산업혁신기획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Speakers
10 : 00 ~ 10 : 30

코로나 19 이후 세계 통상질서 변화 및 보건산업 영향: WTO 개혁 및 무역협상 동향을 중심으로
강준하, 교수, 법학과, 홍익대학교

10 : 30 ~ 11 : 00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따른 무역 및 GVC에의 영향: 보건산업 기업의 해외투자전략에의 함의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산업연구원

11 : 00 ~ 11 : 30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와 전망
조성대, 센터장, 통상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11 : 30 ~ 12 : 00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분야 국제규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공수진, 과장, 국제협력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

Session 20.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GVC 공급망 관리 및 ESG 전략 모색
보건산업 수출통상 및 국제협력 전략 모색

5월 13일(금) 14:00 - 16:30, 307호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의료용품에 대한
무역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2021년 보건산업 수출은 28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기반으로 수출활로를 더욱 넓히고 새로운 진출 국가를 모색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
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세션 1에서 살펴본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보건산업이 해외진출을 더욱 촉
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들은 최근 ESG 규제 강화 및 GVC 관련
공급망 정비를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정비 중에 있으며,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상쟁
점에 대응하고 수출 진흥과 산업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ession Chair

박성준, 시니어파트너 변리사, 국제부, 특허법인 이룸리온

Speakers
14 : 00 ~ 14 : 20

코로나19 관련 보건산업 GVC 재편과 ESG 정책 강화 대비 전략 모색
한동우, 단장, 보건산업혁신기획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4 : 20 ~ 14 : 40

보건산업 분야 주요국 통상정책과 규제환경 - 미국
김성중, 변호사, 국제통상팀, 김앤장 법률사무소

14 : 40 ~ 15 : 00

보건산업 분야 GVC/ESG 관련 EU의 신통상정책 현황 및 대응
정명현, 연구교수,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Panel Discussion

보건산업 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ESG/GVC 대응 기업의 준비
Session Chair

16 : 00 ~ 16 : 30

박성준, 시니어파트너 변리사, 국제부, 특허법인 이룸리온
panel 1

오기환, 전무, 산업정책본부, 한국바이오협회

panel 2

이종혁, 교수, 약학과, 중앙대학교

panel 3

임두현, 대표 / 고문, 코스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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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료제
Session 21. 디지털 치료제(DTx)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전략
미국 시장 중심으로 살펴보는 디지털 치료제(DTx) 현황

5월 13일(금) 09:10 - 11:15, 300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의약품을 대신하거나 병행함으로써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행동교정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적 관리, 환자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의 임상분야에 활용 가능한 제품들이 개발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디지털 치료제(DTx) 전주기 개발 과정, 국내외 기업 디지털
치료제(DTx)비즈니스 모델 및 허가(FDA, 허가용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패널토론을 통해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국내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비즈니스 모델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Session Chair

전홍진, 부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삼성서울병원

Speakers
09 : 10 ~ 09 : 25

09 : 25 ~ 09 : 40

09 : 40 ~ 09 : 55

09 : 55 ~ 10 : 10

10 : 10 ~ 10 : 25

디지털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현황: DTx 중심으로
김치원, 파트너, 투자팀, 카카오벤처스
디지털 치료제 개발 실증 및 상용화 방안
신재용, 교수,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디지털테라퓨틱스: 글로벌진출전략
남병호, 대표이사, 헤링스
코로나 이후의 미국 디지털 플랫폼의 변화
Jennifer Joe, MD&CEO, Vanguard Health LLC
신규신경퇴행성 질환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의 변화
Brent Vaughan, CEO, Cognito Therapeutics
Break
Panel Discussion

보건산업 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ESG/GVC 대응 기업의 준비
Session Chair

전홍진, 부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삼성서울병원
panel 1

김치원, 파트너, 투자팀, 카카오벤처스

panel 2

신재용, 교수,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panel 3

Jennifer Joe, MD&CEO, Vanguard Health LLC

panel 4

Brent Vaughan, CEO, Cognito Therapeutics

10 : 35 ~ 1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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