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ioneer of Xeno-drug Discovery

㈜제넨바이오 사업계획서

㈜제넨바이오는
30여년 간 장기이식을 해온 임상의 주도 하에 이종장기의 개발, 생산, 검증, 상용화까지

이종이식 과정 전체를 통합하는 “이종이식제품 One-stop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개발

검증 및 생산

형질전환돼지 개발

상용화

무균사육시설 구축 및

제조(GMP)

형질전환돼지 무균양산

이종이식제품 개발
- 조직(피부, 각막 등)
- 세포(췌도, 간세포 등)
- 고형장기(신장, 심장, 간 등)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상용화

면역억제신약 및
면역억제 프로토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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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 연구팀
이종이식제품의 실사용자인 장기이식 임상의가 주도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1) 연속성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2) 제품화 가능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김성주 대표
25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장기이식 전문가
[주요 경력]
- 현 ㈜제넨바이오 대표이사 (2019.03 ~)
- 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수
- 전 대한이식학회 상임이사
- 전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

- 전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과장
- 전 삼성서울병원 동물실험센터장
- 희망의씨앗생명나눔기념행사, 복지부장관 표창 (2015)
- 신장이식 2,500례 달성 (2018년 기준)
- 국내최초 면역관용 신장이식수술 성공 (2011)

[학력]
- 도호의과대학 의학박사 (일본, 2000)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의학석사 (1990)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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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이식에서의 영장류 비임상시험의 중요성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종이식제품 개발 시에는 반드시 영장류 비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제넨바이오 역시 영장류 비임상시험을 in-house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종췌도 임상진입 조건
원숭이 6마리에게 연속으로 이종췌도를 이식한 뒤
① 그 중 최소 4마리가 정상 혈당을 유지해야 하고
② 최소 6개월 간 인슐린 양을 유의하게 줄이는 효과가
지속되어야 함

이종각막 임상진입 조건
원숭이 8마리에게 연속으로 이종각막를 이식한 뒤
5마리 이상이 6개월 이상 효과를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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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 영장류 비임상시험
제넨바이오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장류 비임상시험팀은 10여 년간 각종 국가 및 민간과제를 수행하며

축적해온 노하우를 통해 이종장기 개발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면역기능이 저하된 영장류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이식실험을 위해서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에서 결핵, MRSA, cyCMV 등이 발현할 수 있음
→ 일반 동물실험실과 다른 바이러스 및 미생물 검사에 관련한 체계적인 프로토콜의 확립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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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 영장류 비임상시험
수술 및 수술운영팀은 병원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던 의사와 간호사가 리드하고 있으며,

사육관리팀 역시 장기간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인력들이 배치되어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영장류 장기이식 관련 전문가 팀 확보
수술팀

수술운영팀
수술팀장 김 윤 재 (마취과 MD)

수술운영팀장 이 보 영 (수석간호사)

•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전공의

•

삼성서울병원 수석간호사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

의사 2명, 수의사 1명으로 구성

-

간호사 3명으로 구성

-

마취과 임상의가 팀을 리드하여

-

수술보조, 수술전후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① 복잡한 수술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 가능

종합병원 수준으로 수행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

② 임상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 가능

사육관리팀
-

9명의 영장류 기술사로 구성

-

영장류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매우 희소한 국내 연구시장에서
10여년간 삼성서울병원 내 국책과제 수행연구팀으로서 인프라 및 운영 프로세스를 수립 → 수준 높은 노하우를 보유

-

수술직후 24시간 밀착 관리할 수 있는 당직 프로세스를 운영 중임 →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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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 영장류 비임상시험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동/이종 장기이식모델 뿐 아니라 면역∙당뇨, 손상질환모델 등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임상시험이 가능합니다.
췌도이식 74건, 신장이식 77건, 간이식 37건 시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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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 설치류 비임상시험
또한,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 내 위치한 설치류 비임상시험 ‘㈜제넨바이오 분석센터’를 통해

시험영역을 다변화하고 보다 정확한 시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면역 효능평가에 특화된 설치류 비임상CRO
- 단순투여시험부터 Hu-mice, Hu-PDX 등과 같은 인간화마우스를 이용한 시험까지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에서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시험이 가능한 설치류 비임상시험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 다양한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 판교 바이오클러스터는 물론, 광교, 향남, 마곡, 송도 등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시험의뢰를 원하는 개발사들과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험시설을 확대 운영하고자 ’21년 3월 동 건물 지하 1층에 약 600평 규모의
설치류 시험시설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9-10월경 완공 예정입니다.
마곡
약 60분

송도

판교
약 45분

광교
약 60분

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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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R&D Center 구축
평택에 5,200여 평 규모로 (1) 대규모 영장류 CRO 사업과 사내 연구개발을 위한 비임상시험센터와

(2) 이종이식제품 제조소(GMP)로 구성된 제넨코어센터를 구축 중입니다. (’20년 11월 착공)

P동
(비임상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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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동
(GMP,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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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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