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설명회 참가기업 소개>
구분

기업명
(대표자)

1

주식회사
와이어젠
(현정근)
現 단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특허청장상,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장상
수상

2

3

창업아이템

∙ 신경도관 및 재생 치료제 개발
- 말초신경 절단손상 환자들의 기능 회
복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한 방향의 내부
미세구조를 가진 신경도관
- 신경 재생기능이 미약한 인공 신경도
관과 신경 재생은 촉진되나 부작용이
있는 자가신경이식을 대체할 수 있으
며, 신경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척수손
상 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
- 신경재생을 촉진하는 신경도관 이외에
약물 발굴 및 전기자극 장치 등의
개발도 진행 중
∙ 타액을 이용한 분자진단 검사를 통한 구강
질환과전신질환의one step 진단플랫폼제작
- 타액 내 분자진단 검사결과를 구강질환 및
전신질환 (ex)궤양성 대장염, 당뇨)의 임상
진단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Big data를 축적
이를 바탕으로 타액 검사만으로 질환의
(주)바이오앤미 하여
진단및예후평가가가능한 one step 진단플
(배기석)
랫폼제작(One source multi-use, OSMU)
∙ 현장진단기기 제작
- 축적된 data를 바탕으로 진료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된 data가
진단 플랫폼으로 전송되는 진단기기를 제작
하고판매하여data 확보및수익성확보

㈜배려
(함대식)

∙ 천연물을이용하여숙성과배합의특허기술을
통한고혈압개선효과가있는기능성음료.
- 임상을 통한 고혈압 개선 효과 인증.
- 폴라보노이드 함유로 천영항암제 역할
-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의 염증 완화
- 미네랄과 비타민으로 면역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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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진

구분

기업명
(대표자)

창업아이템

4

∙ 천연 소재를 활용한 신약 개발
- 천연소재를 활용한 항암 치료제
- 난치성류마티스관절염, 폐암면역세포치료제
(주)팜앤셀 - 비알코올성지방간치료제
(한민우) ∙ 효능 개선 개량신약
- B형간염, 비알콜성지방간, 치매 VADs
前 더비엔아이 이사
前 IPET 책임연구원 ∙ 천연 소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 여성 항노화 식품(갱년기 여성건강)
- 남성 항노화 식품(갱년기 남성건강)

5

∙ 면역억제 고효능 줄기세포 배양기술 확립
∙ 줄기세포 기반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세렌라이프 ∙ IntenCell®-GVHD
-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이명우)
- 비임상 완료, 임상1상 진입 예정
- 희귀의약품 승인으로 빠른 품목허가
∙ IntenCell® series 연구개발 중
- 다양한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중

6

㈜팡세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응용해 반복재현성과
(이성준)
신뢰성을 높인 3차원 암 질환 모델
/서울 바이오 - 암세포의 3차원 배양을통한 임상의암 미
세환경(Tumor Mi cro Environment, TME) 재현
허브 Bio
Start-up
- TME 재현을통한 실험 결과의신뢰도향상
Challenge -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응용해 개선된 양
은상
산성과 반복재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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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