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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이오 창업기업과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개발 협력 장 연다

- 12월5일(화) 서울바이오허브서 ‘2017 글로벌 이노베이션 데이 위드 릴리’ 개최
- 일라이릴리오픈이노베이션 신약발굴프로그램 소개 및 네트워킹의 장 마련
- 시, 다국적헬스케어기업과협력통해바이오창업기업의기술사업화기회늘릴것
□ 바이오의료 관련 창업자, 예비창업자, 연구자, 기업가, 투자자,
의료인이 한 자리에 모여 신약개발 협력을 모색하는 행사가 오는
12월 5일(화), 서울바이오허브(동대문구 회기로 117-3)에서 개최된다.
□ 서울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제약회사인 한국릴리와 함께
‘2017 글로벌 이노베이션 데이 위드 릴리(Global Innovation Day
With Lilly)’를 개최하고, 바이오창업의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조성
하고, 산 학 연 병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선다.
·

·

·

□ 12월5일(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 일라이 릴리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소개 ▲ OIDD(오픈이노베이션신약발굴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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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활용전략, 성공사례 발표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되며, 일라이
릴리 본사 관계자가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 참가 신청은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seoulbiohub.kr)의 메인
화면의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 릴리의 오픈이노베이션 현황과 혁신사업은 사바 후세인(Saba Husain)
일라이 릴리 외부 혁신 연구소 협력 담당 부사장이 담당하며, OIDD
활용 전략은 마리아 알빔 개스톤(Maria Alvim-Gaston) 일라이 릴리
외부 혁신 및 리드 제너레이션 담당 수석 연구원이 소개한다.
□ 행사 후 리셉션 및 네트워킹을 통해 일라이 릴리를 비롯하여 행사에
참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과들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층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 김선수 서울시 신성장산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와 신약개발 협력 및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 좋은
기술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2017 글로벌 이노베이션 데이 위드 릴리 행사개요 1부.
2. 발표자 약력(일라이 릴리 외부 혁신연구소 부사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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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7 글로벌 이노베이션 데이 위드 릴리」행사개요
□ 행사개요
ㅇ (목적) 서울 바이오창업의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국적
기업 협력방안 모색 및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 (행사명) 2017 글로벌 이노베이션 데이 위드 릴리 (Global Innovation
Day With Lilly)
ㅇ (일시) 2017. 12. 5.(화) 14:30 ~ 17:00
ㅇ (장소) 서울바이오허브 컨퍼런스홀 (서울 홍릉)
ㅇ (주최) 서울특별시, 한국릴리
ㅇ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ㅇ (주요내용) 환영사, 일라이 릴리 소개 및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소개,
OIDD(오픈이노베이션신약발굴프로그램) 소개 및 활용전략·
성공사례 발표, Q&A, 리셉션 및 네트워킹 등
ㅇ (참석대상자) 서울시 및 진흥원, 릴리 관계자, 홍릉 일대 바이오 관련
예비창업자, 연구자, 기업가, 투자자, 의료인 등 100여명

□ 행사 주요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30~15:00

등록 및 리셉션

-

15:00~15:05

환영사

서울시 신성장산업과장

15:05~15:15

릴리 소개영상 & 개회사

한국릴리

15:15~15:40

릴리 혁신사업 개요

Saba Husain

15:40~16:30

OIDD 소개 영상 및 발표

Maria Alvim-Gaston

16:30~17:00

패널토의 및 Q&A

-

17:00~

폐회 및 네트워킹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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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일라이 릴리 발표자 약력
□ 사바 후세인 (일라이 릴리 외부 혁신 연구소 협력 담당 부사장)

Saba Husain (Director, Alliance Management for Lilly Discovery Chemistry
External Innovation)
ㅇ

사바 후세인 부사장은 일라이 릴리의 외부 혁신 연구소
(Discovery Chemistry External Innovation)’의 협력 담당으로 외
부 혁신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다. 신약 개발 시 초기 단계
에서 외부 연구원과 릴리 연구소간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
를 논의하는 전략적 파트너의 역할을 맡고 있다.

ㅇ 1995년 미국 버틀러 대학교에서 약리학을 석사 전공 후 1999년 일라이 릴리
입사 이래, Generation 및 Optimization 팀을 이끄는데 기여하는 등 다양한 업
무를 소화해왔다. 아울러, OIDD 실무팀의 일원으로써, 오늘날 OIDD Screening
Offering의 밑바탕이 된 PD2 Screening Program 을 구축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한 바 있다. 또한 릴리와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의 산하 기관인 국립중개연구활성화센터(NCATS)과의 협력 연구를 주도하였으
며 이는 국제 SCI급 학술지인 PLOS one에도 게재된 바 있다.
□ 마리아 알빔 개스톤(일라이 릴리 외부 혁신 및 리드 제너레이션 담당 수석 연구원)

Dr. Maria Alvim-Gaston, PhD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External Innovation
and Lead Generation)
ㅇ 마리아 알빔 개스톤 수석 연구원은 일라이 릴리의 개방형 혁신
신약개발 플랫폼(Open Innovation Drug Discovery Platform:
OIDD) 내 의약화학(Medicinal Chemistry)과 계산화학
(Computational Chemistry)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외부 혁신 및
리드 제너레이션 담당 수석 연구원을 맡고 있다.
ㅇ 1988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대학교(University of Rio de Janeiro) 약학과
석사 전공 후, 지난 2000년 미국 미시시피 대학교 의료화학부 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다. 또한 2000년 일라이 릴리 입사 이래, 외부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였으며, 2013년 일라이 릴리의 100명의 혁신가로 선정됐으며, 현재 일라이
릴리 라틴 아메리카 조직 이사회 임원이자 미국화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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