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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개최
- 팬데믹 대응 바이오의약품 규제방안,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등 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뉴노멀, 新바이오 미래를 위한
도약’을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0

참가하는

9

월)부터

(

○

GBC는

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 B C)’를 오는

‘2021
9

월

15

2015

개국이

월

일

13

일(수)까지 개최합니다.

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

7

회차를 맞이했으며,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바이오 전문가 , 제약기업 개발자 , 규제기관
심사자 등 해외
19

30명

포함 총

67

명의 전문가가 강연하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동향과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전략, 규제

기관 역할·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

이번 행사는

9월 13일

9월 14일~15일

개회식과 기조· 특별 강연(8개)을 시작으로

포럼(8개)· 워크숍(3개)· 연계행사(3개) 등이 진행되며,

코로나 19 방역상황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됩니다.
■ [9.13] 개회식, 기조 강연
□ 행사 첫째 날인

일은 개회식과 기조 강연으로 운영됩니다.

13

○ 개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개회사,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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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 강연에서는 ▲피터 도허티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1996년)

▲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 ▲마가렛 햄버그 前 미국 식품의약청(FDA)
청장 ▲아론 치에하노베르 노벨화학상 수상자(2004년) ▲로제리로
가스파르 세계보건기구(WHO) 국장 ▲래리 곽 미국 씨티오브호프
병원 부원장 ▲로버트 커벨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써니브룩 건강
과학센터 박사 ▲로렌스 코리 미국 프레드허치 암연구소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코로나 19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성과와 최근 사례에 대해 발표합니다.
■ [9.14∼15] 포럼
□ 둘째 날인

일에는 백신 포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 의약품

14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 MP) 포럼 등이 개최됩니다.

○

‘백신

포럼’에서는 새로운 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기반 기술 확보와 차세대 백신의 원천기술 개발 등 현황을 공유
하고, 해외 규제기관의 규제 동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에서는 코로나 항체치료제 개발현황과

실제 개발 사례를 토대로 치료제 개발 전략을 공유하며, 이에
대응하는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

‘G MP

포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속 현장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한 비대면 실태조사 사례를 공유
하고, 비대면 실사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다룹니다.

○

이 밖에 ‘인체조직 포럼’, ‘첨단바이오의약품, 융복합 규제과학
포럼’과 ‘서태평양지역 국가규제실험실 워크숍’도 개최됩니다.

□ 마지막 날인

15

일에는 혈액제제 포럼 , 첨단바이오의약품 포럼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포럼, 해외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
청년멘토링 ‘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 등이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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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제제 포럼’에서는 혈액을 원료로 하는 혈액제제 등의 안전

‧

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국내 외 정책 동향 등을 공유
합니다.

○

‘

첨단바이오의약품 포럼’에서는 희귀·난치 질환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이자 차세대 유망 분야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중 줄기세포
치료제와 이종이식 연구의 규제 및 개발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합
니다.

○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포럼’에서는 백신 생산 공급의 허브화를

위한 정책 동향, 민관 협력·노력, 글로벌 생산기지 실현을 위한
생산역량 효율화 방안 등 코로나 이후를 준비 중인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과 노력에 대해 다룹니다.

○

‘해외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 ’에서는 해외 규제기관의 역할 ,

국가별 인허가 규제 동향, 코로나19 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고,
국내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말레이시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인도, 러시아 등 해외 규제기관 심사자와
1:1

○

온라인 미팅도 진행합니다.

청년멘토링

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에서는 바이오의약품

‘

분야 산·관·연 다양한 직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멘토가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의 고민을 듣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멘토들의 경험이 청년의 밝은 미래로 선순
환하는 구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 밖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

공동워크숍’, ‘한-아세안 의약품

G MP

콘퍼런스’도 열립니다.

□ 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최신
연구 동향과 인허가 규제과학 정책 등을 공유해 새로운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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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대비하고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식약처는 뉴노멀 시대에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수출입, 국제외교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우리
나라는 물론 국제적 규제과학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누리집
(gbc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붙임> 1. GBC

개요

2.

행사 전체 일정

3.

기조강연자 프로필

4.

포럼/워크숍 소개

5.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홍보물

6.

청년멘토링 포스터

7.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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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GBC 개요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행사 개요

∼

ㅇ일

정

: ‘21. 9. 13(월)

9. 15(수) [3일간]

ㅇ주

제

:

뉴노멀, 新바이오 미래를 위한 도약

ㅇ주

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ㅇ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 호텔(서울 강남구)

 GBC 목적 및 역할
ㅇ 바이오의약품의 최근 개발 동향과 글로벌 이슈의 공유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국제조화 선도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ㅇ 해외 규제당국 전문가와 심층 토론․워크숍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규제기관으로서 식약처 역량 강화
ㅇ 국내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 연구개발 성과 홍보
및 해외 규제기관․전문가와 지식․경험 공유의 장(場) 마련
<

그간

GBC

행사 추진경과

>

회차

일 정

행사 주제

강연자

제1회

’15.6.29~7.3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바이오의약품의 미래

69명

제2회

’16.6.27~7.1

바이오의약품 :
창조경제의 성장동력

91명

제3회

’17.6.26~6.30

제4회

’18.6.25~6.29

사람 중심, 바이오경제

121명

제5회

’19.6.24~6.28

바이오 혁신, 새로운
미래

121명

제6회

’20.9.7~9.9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바이오의약품

첨단 바이오,
사람 중심의 가치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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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명

61명

참여국가
(참여인원)
24개국
(약 2,100명)
25개국
(약 2,200명)
34개국
(약 2,700명)
36개국
(약 3,700명)
36개국
(약 5,042명)
28개국
(약 4,259명)

붙임 2

행사 전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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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기조강연자 프로필

□ 기조강연 연자
피터 찰스 도허티 (Peter C. Doherty)
現 멜버른대 도허티연구소 미생물학 및 면역학과 교수
現 테네시 멤피스 세인트주드 아동병원 면역학과 명예교수

1996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정확하게 구별해 공격하는 기제를 밝혀낸 공로)한 면역학의 대가
마가렛 햄버그(Margaret Hamburg)
現 핵위협방지구상(Nuclear Threat Initiative, NTI)
국제생명공학정책프로그램과 부사장
前 미국 FDA 21대 청장, 前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
HIV, 결핵과 같은 전염병과 공중보건을 위한 다양한 업무 수행.
미국 최초로 공중보건 바이오테러리즘 프로그램 연구.
로제리오 가스파르 (Rogério Gaspar)
現 WHO 규제 및 PQ (RPQ) 국장 (現EMA 전무이사 에머쿡 후임)
’21.1 WHO 재직 전, 포르투갈 의약품규제기관 (INFARMED) 부사장,
Faculty of Pharmacy of the Universidade de Lisboa (FFUL) 정교수
EMA 이사회 멤버, 유럽제약과학현맹(EUFEPS) 부회장 역임 등
래리 곽 (Larry Kwak)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10 타임지 선정 세계적 석학)
現 시티오브오프 병원 부원장
2009년 몸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악성 림프종 백신 개발.
2010년 타임지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오른 세계적인 석학
로버트 커벨(Robert Kerbel)
現 토론토 대학교 써니브룩 건강과학센터 수석과학자
캐나다 종양 생물학, 신생혈관 및 항신생혈관 연구 위원장 (1급)
생체의학 이미징, 암 진단 및 치료, 암 메커니즘 및 모델, 이미지
유도 치료 및 장치 개발, 종양면역학과 종양면역치료에 대한 연구자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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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론 치에하노베르(Aaron Ciechanover)
現 이스라엘공과대 생화학부 교수 겸 테크니온-이스라엘 공과대
학교 의학부 교수
단백질 분해과정 연구분야 권위자. 이스라엘 최초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 중 한 명, ’04년 노벨화학상 수상
로렌스 코리(Lawrence Corey)
現 FRED HUTCH 연구소 회장(`10~`14) 겸 이사
바이러스학, 면역학 및 백신 개발 분야 국제적으로 유명한 석학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생물의학 연구자 중 한 명

□ 특별강연 연자
이 종 구
前 질병관리본부장,
現 서울대 의대 교수, 외교부 글로벌보건안보대사
지난 2002년 사스 위기 당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 사스의 국내
유입을 막는데 노력하였으며, 2015년 메르스 발병 시, 세계보건기구
(WHO) 합동평가단 공동단장으로 조사 진행. ’21년 2월. 코로나19
WHO 공동조사단 일원으로 활동 등 국내 최고 방역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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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포럼/워크숍 소개

GBC 2021 No.

1

기조 강연

포럼방향

뉴 노멀, 新바이오 미래를 위한 도약
전 세계적으로 치료에서 예방으로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바뀌는 등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밀의료, 유전체 의학 등
첨단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바이오의약품 시장도 급속히 성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생물학과 첨단기술의 접목으로, 바이오의약품이 희귀
난치질환, 신종 전염병 치료·예방에 있어 주요한 역할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세와 접근이 필요하다.
올해 GBC에서는 뉴노멀 시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현재(Now),
앞으로 마주할 다음(Next)과 미래(Beyond)에 대한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뉴노멀을 넘어 넥스트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세계 속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나아갈 방향과 인사이트를 이야기한다.

2

3

백신 포럼

새로운 플랫폼 기반 백신의 안정적 정착,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시대의 글로벌 백신 전략과 규제기관의 방향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와 고통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다수의 백신 및 치료제로 인하여 조금씩 코로나19를 극복해 나아
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백신 및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라, 특히,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트랜드의 변화에 적응하고, 넥스트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백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올해 GBC
2021 백신 포럼에서는 새로운 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플랫폼 확보 및 차세대 백신의 원천기술 개발 등에 대해 해외
규제기관에서의 규제적 관점과 개발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코로나 시대의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유전자
위해 신속하게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재조합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에서는 코로나 항체치료제 개발현황과
포럼
미래를 조망해보고, 실제 치료제 개발 사례로 신속한 치료제에 대한
개발 전략을 공유하며, 이러한 개발 전략에 대응하는 규제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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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2021 No.

포럼방향

줄기세포치료제 및 이종이식연구의 규제 및 개발 동향

4

5

6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럼

혈액제제
포럼

인체조직
포럼

희귀·난치 질환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이자 차세대 유망 분야
로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줄기세포
는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광범위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치료제로서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이종이식제제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 대비 공여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에서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높은 관심과 기대
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 안전성 우려, 윤리적 한계 또한 존
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GBC 2021 첨단바이오의약품 포럼에서는 유도만능줄기세포치료
와 배아줄기세포치료제, 이종장기이식연구의 개발 현황 및 전망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혈액, 혈장분획제제 국내·외 규제 환경과 발전 방향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과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수혈을 통한 혈액 공급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혈액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에 대한 WHO의 자급자족, 상업성 배제 원칙에 의한
혈액제제 허가와 안전관리 체계 현황, 국내외 최근 혈액제제 관련
정책 동향과 혈액제제 GMP 가이던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코로나 시대,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외 현황
국내외 인체조직의 원재료 채취와 포장 시 무균적 공정, 유효기간
설정에 대한 방안, 인체조직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신규 감염병 유행 시 안전한 인체조직의 관리를 위한 조직
기증자 적합성 평가 방안 등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국내외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자 한다.
PART 1: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 및 국내·외 규제 환경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개발 동향과 국내·외

7

첨단바이오
의약품,
융복합
규제과학
포럼

규제 환경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PART 2: 국내 융복합 의료제품의 최신 개발동향 및 해외 규제동향
최근 융복합 의료제품 세계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융복합된 의료제품들이 활발히 개발
되고 있다. 본 포럼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중점으로 한 국내 융복합
의료제품의 최신 개발 동향과 해외 규제 동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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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2021 No.

8

9

10

포럼방향

GMP 포럼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비대면 GMP 실태조사 정보 공유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조사의 한계로 최근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업체가 비대면으로 실태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GBC 2021 GMP
포럼에서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의 비대면 실태조사 사례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한 비대면
실사 시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 세계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백신 허브화 전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 세계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해 백신 공급
량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백신 생산·공급 허브화를 위한 민
관 협력 노력과 중장기 대응 방안, 국내 백신 생산 기반을 활용한
글로벌 생산 기지화 가능성을 논의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범정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 등 포스트 코로
나를 준비하는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해외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

규제기관의 현황과 발전 방향
최근 바이오의약품 산업계의 기술적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는 규제
기관의 역할과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와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기관이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 해외 규제당국자와 비대면 1:1 미팅에도 참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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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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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청년멘토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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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포럼등

담당과

담당과장

담당자

○ 행사 전반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포럼
김춘래 과장
김지연 사무관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해외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
(☎043-719-3302) (☎043-719-3311)
○ 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
○ GMP 포럼

바이오의약품품질관 김은주 과장
지영혜 사무관
리과
(☎043-719-3651) (☎043-719-3664)

○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융복합
규제과학 포럼
첨단바이오의약품
김상현 과장
김지원 사무관
○ 인체조직 포럼
TF
(☎043-719-3316) (☎043-719-3331)
○ 첨단재생바이오법 간담회
○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융복합
정현철 과장
김현정 연구관
첨단제품허가담당관
규제과학 포럼
(☎043-719-5351) (☎043-719-5353)
○ 백신 포럼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

평가원
생물제제과

김재옥 과장
임재현 연구관
(☎043-719-3461) (☎043-719-3472)

평가원
정지원 과장
백대현 연구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043-719-3501) (☎043-719-3504)

○ 평가원-일본 PMDA 공동
평가원
오일웅 과장
송현 연구관
워크숍
세포유전자치료제과 (☎043-719-3531) (☎043-719-3538)
○ 첨단바이오의약품 포럼
○ 서태평양지역 국가규제
실험실 워크숍

평가원
혈액제제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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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희 과장
심선보 연구관
(☎043-719-5451) (☎043-719-5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