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참여 기업 소개 
  

기업명 ㈜세포바이오

기업소개

㈜세포바이오는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 전문기업입니다. 

삶을 영위하다 보면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수가 마비될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뇌손상으

로 치매에 걸릴 수도 있겠지요. 또한, 각막손실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와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획기

적인 치료법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당사는 줄기세포를 통해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현재 첫 번째 타겟 질병은 대퇴골두골괴사입니다. 

이는 넓적다리뼈의 위쪽 끝부분인 대퇴골두에 혈류가 차단되어 뼈가 괴사하는 병입니다. 

당사는 줄기세포를 뼈세포로 분화시켜 해당 질병을 치료할 가능성을 가진 치료법을 개발

하였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의대정형외과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2011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벤처 기업으로서 그간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임직원 모두 줄기세포 대량배

양 및 분화기술 확보에 꾸준히 매진하여 이제 조만간 결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포바이오가 확보한 원천기술은 줄기세포 3차원 배양 및 분화기술입니다.

줄기세포배양액 최적화 기술과 바이오겔 합성 및 경도 조절기술을 접목하여 분화 유도용 

바이오겔을 개발하였습니다.

당사의 3차원 하이드로겔 기반 줄기세포 뼈분화기술은 고효율, 신속성, 높은 재현성 등 차

별화된 경쟁력을 자신합니다.

세포바이오는 골결손 관련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포바이오는 바이오 신약 개발회사로서 Open Innovation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화학, 유전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에 임상 단계별 역할분담, 미국 및 중국 

등 지역별 기술이전 등 전략적 제휴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CEFO Bio의 CEFO는 Cell Engineering For Origin의 약자입니다. 

당사의 설립 목적은 질병의 근원을 탐구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세포바이오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세포바이오 공식 홈페이지 참고

연혁
2011. 09. 주식회사 세포바이오 법인 설립



2012. 0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Scottish Biomedical MOU 체결

          세포바이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03. 벤처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기술등급BB)

           배아연구기관 등록 

      0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제공동연구과제 선정 

          (바이오겔을 이용한 줄기세포 배양기술 개발)

          줄기세초 동결보존 관련 특허 출원

      11. 영국 대학과 국제 공동연구 관련 협약 체결 

          바이오겔을 이용한 줄기세포배양기술 개발 시작(KIAT)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상,비임상 과제 선정(골세포치료제 개발)

2013. 03. Philostem(세포의 동결보존제 및 저온보존제) 상표등록

          여성기업 인증 

      04. 가톨릭대학교 가족회사 체결

      05. 중소기업청R&D 기획과제 선정(세포배양 및 이식용 3차원겔)

      07. 가톨릭대학교 산학공동과제(무이종성 세포 배지 개발)

      08. Smart Cell(세포치료제) 상표등록

      12. 미백기능 화장품 성분 특허출원

          CEFOgro(배양액)m STeMiN(화장품) 상표등록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과제 선정

          (3차원겔을 이용한 세포이식 및 배양 킷트 개발)

          가톨릭대학교 특허 전용 실시권

2014. 02. 국민대학교 산학협정 및 가족회사

      03. 항염증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성분 특허출원 

      04. 스트레스 및 항산화물질 함유 화장품 성분 특허출원 

          항노화 및 피부 탄력 증강 화장품 성분 특허출원 

          과학기술총연합회 주관 ‘Brain Pool’프로젝트

          창업성장과제 협약

      05.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및 증명(미래창조과학부)

      07. 한국일보14회 디지털 이노베이션 기술 대상

      08. 일차배양세포 및 줄기세포용 저온보존제 관련 특허 출원

      09. 3차원 세포배양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세포 배양방법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3차원적 줄기세포 골분화 유도방법

      12. 농림수산식품부 R&D 기획과제 선정

          (반려견을 위한 골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사업화 계획)

2015. 01. 가톨릭대학교 특허 전용 실시권 

      0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 기업 선정

      0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가족 기업 선정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동과제 선정

          (3차원 세포 배양에 최적화된 효소와 프로토콜 개발)

      06.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BK21 plus 사업단 산학업무 협력협약(MOU)



      08. 동구바이오제약과 제품개발 및 업무 협력 협약

      09. 농림축산식품부 기술사업화 과제 선정

          (반려견의 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골세포치료제 개발) 

      1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과제 선정 

          (역생물공학 기법을 이용한 3차원 세포배양기반 신약평가 기술 개발)

2016. 02. Cosmo Co.(japan)와 총판 계약 체결 

      03. 캐나다Shriners 병원과 CDA체결 

      04. 보건산업진흥원 줄기세포/재생의료실용화 분야 상용화 

          공통기반기술개발 과제 선정

          (다중 오믹스기법을 이용한 줄기세포용 최적 배양시스템 개발)

      06.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탁연구 개발과제 낙찰(말세포치료제 개발)

      07.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마사회와 MOU & CDA 체결

      08. McGil 대학(캐나다)과 MOU 체결

      09.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연구과와 MOU & CDA 체결

      10. 중진공 CB 발행(5억원) 

      11. SV Investment 투자유치(15억원)

      12. Accellta LTD(이스라엘)와 NDA 

2017. 03. 중소기업청 기술전문기업(ESP)선정

      04. Remembrane Srl(이탈리아) CDA교환 및 MOU 체결

      06. KS Q IS09001: 2015/IS09001:2015 획득

         (재조합 콜라게나아제&줄기세포화장품 원료)

      07. 한국기업데이터(KED) 기술평가등급 T4

      08. 영국Catapult와 CDA 및 업무 협약 체결

      09. 디지털 이노베이션 바이오/생물 부문 대상

         (한국일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체)

2018. 01. 로이반트사와 업무협력 및 비밀유지협약

      04. 기관투자자 50억원 투자유지(1차)

      05. 기관투자자 50억원 투자유지(2차)

      07. 동국대학교 재생의공학융합연구원과 업무협력 협약

      08. “3차원 세포배양법을 통한 생체효능평가 융합기술”에 대한 

          한국화학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기술실시 및 기술이전 계약

      09. 무혈성괴사(AVN) IND접수완료

      10. 식물 유래의 재조합 인간 혈청 알부민 등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줄기세포 동결보존용 조성물 미국 특허 등록

      11. CEFOBIO CANADA Ltd. 캐나다 현지법인 설립

          CEFO 캐나다 상표출원(1936174)

2019. 02. 3차원 세포배양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세포 배양 방법 일본 특허 등록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3차원 줄기세포 골분화 유도 방법 일본 특허

          시험관의 동결보존용 박스 국내 특허 출원

      03. 세포 보존용 조성물 일본 특허 등록

      04. 설치류 유래의 지방 조직 유사 구조체 및 이것의 제조 방법 

          국내 특허 출원

      05. 입체적인 구조의 지방 조직 유사 구조체 제조 방법 국내 특허 출원

      08. 말과 동물의 골질환 치료 및 예방용 세포치료제 제조 방법 

          국내 특허 등록

      09. 세포치료제생산시설(GMP) 광명지점 개설

      1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골 및 신생혈관 형성능이 향상된 줄기세포 공배양 방법)  

      11. 세포바이오 광명 GMP 설립(세포치료제 생산용 GMP)

      12.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3차원 줄기세포 골분화 유도방법 미국 특허 등록

          골재생용 세포 치료제 및 이것의 제조 방법 국내 특허 등록 

2020. 01. 3차원 세포배양을 위한 삽입형 배양용기, 공배양 방법 국내 특허 등록

      03. 시험관의 동결보존용 박스 국내 특허 등록 

      04.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면역세포치료제(NK) 개발 기술이전 

      08. 3차원 세포배양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세포 배양 방법 미국특허 등록 

      12. 3차원 세포배양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세포 배양 방법 특허 등록 

          골세포치료제(CF-M801)국내 임상1상 1ND 접수 완료 

          광명 GMP Phase 3 완료

2021. 02. 세표배양 자동화 방법 국내 특허 등록

      04. 액면분할 10대1

      07. 대퇴골두 골괴사 세포치료제(CF-M801)식약처 IND 승인

          멀티자산운용 등 기관 투자자 60억 투자유치 

          대퇴골두 골괴사 세포치료제(CF-M801) 경북대학교병원 IRB 승인

      08.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식약처 승인 

                                                     (출처) 세포바이오 공식 홈페이지 참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용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의 발병 원인과 백신의 작동원리에 대해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및 자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줄기세포”란 무엇인지, 줄기세포의 종류, 윤

리적 문제 등에 대해 배워보고 이러한 지식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세포 

추출, 배양, 동결, 보존 등 실무)에 대해 영상 자료(실제 촬영본)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

다.

그리고 ㈜세포바이오에서 개발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와 현재 바이오산업의 전망을 확

인하며 학생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분야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 

소개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