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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포럼 2018'은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바이오 업계는 글로벌 신약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 임상시험, 상업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신약은 반드시 '임상3상'을 거쳐야 합니다. 글로벌 바이오포럼 2018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3상'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성공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라이센싱 전략 등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참여기업간의 연구개발(R&D) 제휴와 특허, 사업화 등 분야별 파트너링도 지원합니다.

2018 아젠다
Challenge Bio Further Bio
‘글로벌 바이오포럼 2018’ 아젠다

다국적 제약사에게 듣는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사의 기술 수입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라이센싱하려는 분야에
대해 소개한다.

신약개발의 마지막 관문 '임상3상' 성공하기
국내 바이오기업 가운데 임상3상까지 완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임상2상까지 성공해도
임상3상을 넘기는 쉽지 않다. 이 마지막 관문을 넘기 위한 성공전략을 소개한다.

우수 인재가 경쟁력이다
바이오신약 기술로 성공하려면 우수인력 확보가 우선이다. 그러나 해외 석박사급 인재들은
한국을 기피하고 있어 인재 확보는 늘 어렵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팁을 제안한다.

연사소개 (1)
위암 진단 바이오마커 전략에 대한 MSD의 현재와 미래 방향
Mary J. Savage / 美 머크 (MSD) 전무
- 동반진단 및 학술 전문 (2012.7~)
- 머크 선임 연구원 (2006~2012.6)
- 세팔론 선임 연구원 (1990~2006)
-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약리학 박사 (1982~1988)
- 세인트 엘리자베스대학교 생물학 (1978~1982)

사업개발 협력과 파트너십 글로벌 트렌드
Sridhar Gopal Mandapati / 美 애브비 (Abbvie) 사업개발총괄
- 애브비, 아태지역-중동,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 사업개발총괄 (2016.11~)
- 애브비, 아태지역 사업 개발 및 신제품 기획 담당 (2013.10~2016.11)
- 미국 아스트라 제네카 수석 신사업 담당 (2011.12~2013.10)

- 싱가포르 아스트라 제네카 지역 사업개발 담당 (2007.1~2011.12)
- 아스트라 제네카 인도 지역, 전략기획 및 사업담당 (2004~2006.12)
- 마케팅관리 석사, 인도 나르지 몬지 경영연구소 (1993~1996)
- 인도 푸나대학교 약학대학 (1987~1991)

연사소개 (2)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신약물질 투자 전략
김성천 /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 R&D 본부장
-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 R&D 본부장 (2017- )
- 안국약품 연구소장겸 바이오본부장 (2015-2016)
- LG 생명과학 바이오사업본부장 (2011-2014)
- LG 생명과학 최고기술책임자 (CTO) (2007-2010)
- LG 생명과학 사업개발 부문장 (2005-2006)
- UC Berleley 박사후 연구원 (1989)
- Texas A&M 대학 박사 (1988)

상용화 성공법 : 임상3상까지 내다보고 설계하라
지동현 /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이사장
-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이사장(2014.6~)
- 한국애브비 부사장(2013.1~2014.6)
- 한국애보트 부사장(2003.6~2013.1)
-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학 석사(2006~2008)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1988~1991)

- 서울대학교 화학과 (1983)

연사소개 (3)
휴먼 이노베이션 : 해외 우수인력 어떻게 국내 기업에 데려올까
김선진 / 플랫바이오 회장
- 한미약품 부사장 (2017~2018)
- 미국 텍사스대학교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2002~2016)
- 일본 국립암연구소 초빙과학자 (1990~1994)
- 미국 텍사스대학교 MD앤더슨 암센터 암생물학과 박사후 연구원 (1999~2002)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박사 (1993)
- 비뇨기과 전문의 (1991)
- 서울대 의과대학 (1986)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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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

09:10~09:40

등록

09:40~10:00

오프닝

10:00~10:30

10:30~11:00

Session1

용

Current and Future Directions of MSD GI diagnostic biomarker Strategy

위암 진단 바이오마커 전략에 대한 MSD의 현재와 미래 방향
Session2

Global Trends in Business Development Alliances and Partnerships

Mary J. Savage
(MSD 전무)

Sridhar Gopal Mandapati
(Abbvie 사업개발 총괄)

사업개발 협력과 파트너십 글로벌 트렌드

11:00~11:30

Session3

中 자이랩, 라이센싱 전략 및 현황

빌리조

11:30~12:00

Session4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신약물질 투자 전략

김성천

점

(CFO)

(범부처신약개발사업본부장)

심

13:30~14:00

Session5

상용화 성공법 : 임상3상까지 내다보고 설계하라

지동현

14:00~14:30

Session6

휴먼 이노베이션 : 해외 우수인력 어떻게 국내 기업에 데려올까

김선진

14:30~16:30

국내기업 소개 발표

폐
※ 위 일정은 주최 측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막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이사장)

(플랫바이오 회장)

반드시 온라인

사전등록 하세요

등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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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온라인 사전등록
- 사전 등록기간 : 2018년 11월 11일까지
- 사전 등록은 참가비가 결제되어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신청문의

뉴스1 마케팅국 02)397-7022
- 이석원 차장 010-2428-1452 bio@news1.kr

참가비

1인당 100만원 (VAT별도)
- 세금계산서 발행 / 카드결제 가능

※ 유료인 관계로 등록시 신분증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 참가자에게는 당일 점심과 무료 주차권이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