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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 강스템바이오텍 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전망’,‘계획’,‘기대’,‘(E)’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 실적은“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자료는 주식의 매매 및 투자를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자료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Chapter I.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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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회사명 Kangstem Biotech Co., Ltd.

창립자 강경선 박사
現 서울대 수의대 교수

대표이사 이태화

사업영역 줄기세포 치료제 R&D

임직원 82

자본금 82억원

설립일 2010년 10월 29일

상장일
2015년 12월 21일

(KOSDAQ)

주요 사업장

강스템바이오텍 (KSB)

줄기세포 GMP 센터/생산본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줄기세포 재생의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본사
(서울 강남)

기업개요



5KANGSTEM BIOTECH

강 경 선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공중보건학 박사
• 現)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現) 강스템바이오텍 최고기술총괄책임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 국제 SCI급 논문 240여편, 60여 건 특허 등록
• 세계 3위 줄기세포 특허 발명자

설립자∙최고기술총괄책임자(CSO) 

• 서울대 국사학과
• 코오롱생명과학(주) 경영지원본부장
• 미국 Tissuegene, Inc. CFO

서 명 관 서 광 원 최 창 규

• 日 북해도대학교 수의연구학 박사
• 서울대학교수의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MD Anderson Cancer Center 

Postdoc

• 서울대 약학 석사
• 제일약품㈜ 전무
• 유유제약㈜ 상무

경영진

부사장/CFO 부사장/연구소장 부사장/임상개발본부장

• 現) 강스템바이오텍 대표이사
• 서강대 경제학과
• 강스템바이오텍 수석부사장
• EZ재무설계 본부장
• 서울보증보험

이 태 화

대표이사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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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의 산업적 분류

Industry Map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자체구성

 3세대 바이오신약 개발사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Original) 생산 업체 (산업 수준의 GMP 센터 보유)

 주요 생산품: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 (AD®, RA®, CD®, OA®)

환자맞춤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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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의 산업적 지향점

KSB의 장기발전 Roadmap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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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 현황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현황

주*) 국내 임상실험중이거나 품목허가를 취득한 품종 31종
주**) 국내 상장사 기준, 비상장사 1개 불포함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19%(6종)

26%(8종) 16%(5종)

39%(12종)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개발사**: 2개사

자가 및 배아 전문 개발사: 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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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란?

줄기세포의 분류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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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의 특징

줄기세포 3가지 특성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자체구성

①과 ②의 효과를 이용,

특정 세포 및 대사의

특정 변화를 촉발

[자가면역질환진정, 자가치유력촉진등]

③을 이용, 

손상세포를 대체할

정상세포를 분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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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줄기세포

제대혈, 자가면역질환 억제/조절/복구 기능 탁월



Chapter II. 

Keywords for KSB

1. 높은기술진입장벽

2. 고효율제법기술

3. 근본적치료의핵심기전규명

4. 장기치료효능 & 가격경쟁력

5. 대량생산기술 & Know-hows



13KANGSTEM BIOTECH

제대혈 줄기세포 분리 / 배양 기술 관련 특허 다수 보유

높은 기술 진입장벽

채취 부위별 성체줄기세포 특허건수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자체구성

제대혈

• 낮은 분리 성공률
• 원활한 배양의 불가능

지 방

골 수

성 체
줄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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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제대혈줄기세포분리제법 &  생체모사환경上에서대량배양기술

고효율 제법 기술

제대혈 내 극소량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순도 95% 
이상 수준으로 분리가능

초기분리 순도

95%

10개의 제대혈 중 8개에서
줄기세포 분리 가능

분리 효율성

80%

채취 후 72시간 내 제대혈
줄기세포 분리 가능

분리가능시간

72h

제법기술효율

특이 세포
Colony 형성

Fibronectin-coated plate/
Culture media

배양환경

1~2주 배양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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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기술: 공정 개발과 Know-how (1)

2세대 vs 3세대 생산 비교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항체치료제의 생산 방식과는 다른 세포치료제 생산 기술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 과정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구분
항체치료제

(2세대)

세포치료제

(3세대)

원료물질 동물세포 부산물 인간세포 자체

세포주 + 특정 유전자 세포 분리

↓ ↓
세포 배양 세포 배양

↓
정제&여과

(세포사멸)

↓
부산물 수확 세포 수확

배양방식
부유배양

(자동화)

부착배양

(자동화 어려움)

생산시설 Bio-Reacter KSB: Cell Stack

↓

생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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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기술: 공정 개발과 Know-how (2)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GMP 생산시설 증축

 약 175억원 투자

 2,600m2 (~ 28,000 sq ft)

 30,000 vials/yr

 PIC/S, c-GMP, EU-GMP, 
KGMP 규정 준수



17KANGSTEM BIOTECH

제대혈 줄기세포 면역조절기능의 핵심 기전: [NOD2 - PGE2]

- 특정 사이토카인의 강제적인 분비 억제가 아닌 염증반응의 해소

- 항체치료제 기전과 달리, 특정 농도이상의 사이토카인에만 반응

근본적 치료의 핵심 기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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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장기치료효과가 발생하는가?
- 퓨어스템은 질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 지향

• 활성화된 면역체계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작용기전

• FOXP3 인자 발현으로 Tregs(조절T세포) 활성화

- 장기간 효과 지속 ⇒ 투여횟수 ↓ ⇒ 가격경쟁력

장기치료효능 & 가격경쟁력 [항상성(Homeostasis)]

FURESTEM® 항상성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자체구성

Furestem®

• 면역계를 조절하는 T-세포들중 한 집단
• 효과T세포(Effector T-cell) 유도 및 확산 억제 및

하향 조절 (Immunosuppressive Nature)
• 자가항원에 대한 관용 유지 및 자가면역 질환 치료 기능
• Tregs의 활성화는 FOXP3 인자와 연관

Tregs (조절T세포)
[Regulatory T-Cells]

손상된 면역시스템 복구

FOXP3

EXPRESSION

증가

Tregs

활성화

면역시스템 전반

복합적 작용



Chapter III. 

Pipelines

1. Furestem-AD®

2. Furestem-RA®

3. Furestem-OA®

4.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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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품명 대상질환 국가
기초
연구

비임상

임상

비고
1상 2상 3상

Sponsor 
Initiated 

Trials

Furestem-
AD®

아토피
피부염

한국 임상 3상 진행 중

유럽 유럽 EMA 2a상 권고

Furestem-
RA®

류마티스
관절염

한국

1상 완료(단회투여)

1/2a상(반복투여)
진행 중

Furestem-
CD®

크론병 한국 1/2a상 진행 중

건선 한국 1상 진행 중

Furestem-
OA®

퇴행성
관절염

한국 Heraeus Medical

Next 
Generation

dcNSCs
치매

알츠하이머
한국

dcHSCs AIDS 한국

주요 Pipeline

KSB 파이프라인별 임상진행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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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피부염 발생기전

비만세포 탈과립 과정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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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작용기전 [Furestem-AD®]

Furestem AD® 작용기전

출처: Kim et al., Stem Cells (2015), 강스템바이오텍 사업개발팀

오작동 혹은 과다작동중인 면역체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작용기전
(From Dendritic cell to Mast Cell)



24KANGSTEM BIOTECH

해외 치료제 거래규모

출처: 언론자료 종합, 강스템바이오텍

Furestem AD® 상품성 (1) – 글로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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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아토피피부염 잠재 시장규모 추산: 5,000억원 (연간 11.1% CAGR 성장중)

• 중등도 이상 환자수 : 27~30만명 (의료보험 지급 규모 기준)

• KSB Target 환자수: 3만명 (30만명 *10%)

=> 목표 매출 규모: 1,500억원 추정 (3만명 * 500만원)

국내 아토피피부염
환자수

성인중등도이상
환자수

KSB 타겟
환자수

국내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시장 규모
- 727억 원 추정

30만명

3만명

100만명

성인 중등도 이상 치료제 시장 규모

KSB 타겟 치료제 시장 규모

500만명 잠재적아토피피부염
환자수

신규 치료제 등장으로 증가 가능한 잠재 시장
- 5,000억 원 추정

주. 해당 치료제 가격은 현재 시판 중인 줄기세포치료제의 평균 수준을 적용

국내 아토피 시장 추산

출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강스템바이오텍

Furestem AD® 상품성 (2) – 국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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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estem AD® 임상실험

AD주 임상스케줄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Surpporting Data
① 국내 1/2a상 (2015)
② 국내 3상 (2019)
③ 국내 판매 (2020)
④ 유럽 2a상 (2021)

최종 목표:
글로벌 임상 &
글로벌 License Out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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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상 2a상

대상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임상
승인일

2013.01

임상
기간

2013.11 ~ 2015.05
(18개월)

시험
대상자

6명 26명

임상
시험기관

투여군

저용량군:
2.5*107cells (3명/12명)
고용량군:
5.0*107cells (3명/14명)

FURESTEM-AD® - 1/2a 임상 결과 (1)

Stem Cells: Translational and Clinical Research. May. (2016)

투약전 투약 후 12주 Furestem-AD®

피하 내 투여 경로

상박부
복 부
대퇴부

2 sites
1 site
2 sites

Phase 1/2a Result



28KANGSTEM BIOTECH

SCORAD2) INDEX 
감소율

가려움증
감소율

EASI1) 변화

저용량군고용량군

주: 1)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아토피피부염의 4가지 징후의 중증도를 점수화 하는 체계
2) SCORAD(Scoring of Atopic Dermatitis): 아토피 피부염 증상 지수

투여 용량에 따른 유효성 비교

구분 세포 수 환자수
EASI-50

감소율 (평균)

고용량군
50,000,000개
(5.0x107 cells)

12명 55%

저용량군
25,000,000개
(2.5x107 cells)

14명 36%

 모든 용량군에서 아토피 피부염 관련 평가지표의

유의적 감소 확인

 고용량군 (5.0x107 cells)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율 기록

 용량상관성 확인

FURESTEM-AD® - 1/2a 임상 결과 (2)

Kim et al. Stem Cells, (2016)



29KANGSTEM BIOTECH

FURESTEM-AD® - 1/2a 3개년 장기 추적 관찰

고용량 vs 저용량 SCORAD 변화 고용량 vs 저용량 EASI 변화

에이디주 1/2a상 3개년 장기 추적 관찰 결과 발표 (‘18.11/28)

- 1/2a상 임상 관찰 이후 치료 효과 지속 확인 [Moderate(중등도) → Mild(경등도)]

- 3년간 치료효과 지속 확인

- 두필루맙 대비 경쟁력: 1) 장기치료효과, 2) 안전성, 3)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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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ESTEM-AD® - 3상 설계

아토피피부염치료제임상3상승인

구분 3 상

대상
중등도 이상의

만성 아토피 피부염 성인환자

목적
유효성 (위약 대비 치료적 우월성)과

안전성 평가

환자수 194

평가지표 EASI-50(Reduction Rate)

임상기간
임상 3상 승인 (2017. 12)
2018 1분기 내 시작 예정

시험기관

총 11개 병원에서 진행 예정

임상 디자인

임의 선정

Furestem-AD®

(5.0X107 cells) (97 명)

Saline Solution
(0.9% NaCl) (97 명)

-4 0 2 4 8 12 16 20 24

Screening Treatment

Main Phase Extension Phase

시험군

위약대조군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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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임상 진행 계획

• 유럽 EMA scientific advice 완료 (2017년 10월)

• 유럽 임상 실험 승인 신청(CTA) (2019년초)

3.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쉽

• 유럽 내 임상 실험 진행

• 추가적인 글로벌 임상 실험 진행

2. 유럽 임상 진행 이유

• Chiesi’s Holoclar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 승인

• Alofisel®-Takeda 줄기세포 치료제, EMA 산하 약물사용자용문위(CHMP) 승인 권고

• 임상3상 185개줄기세포치료제품목중, 미국내승인완료품목전무

FURESTEM-AD® - 글로벌 임상

유럽 임상 계획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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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clinical trial in Europe with global CRO and CMO

Study Title Phase 2a Clinical Trial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FURESTEM-AD inj.

Target For moderate to severe chronic atopic dermatitis patients

# of Subjects 150

Group
Single dose

(50)
3 repeat doses

(50)
Placebo 3 repeat doses

(50)

Dose 5 x 107 cells
(5 x 107 cells) x 3 

times
Normal saline

Efficacy
Assessment

Primary efficacy end point EASI-75 score

Secondary efficacy end point EASI-50 and SCORAD scores

Site
Total 6 Sites
Scheduled

Total 6 sites in three European countries

FURESTEM-AD® - 글로벌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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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머티즘 관절염 발생기전

M0 대식세포 발달과정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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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작용기전 [휴미라 외]

휴미라 작용기전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36KANGSTEM BIOTECH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작용기전 [Furestem-RA®]

Furestem RA® 작용기전

출처: Shin et al., Cell Death and Disease (2016), 강스템바이오텍 사업개발팀

M1-type 대식세포활성억제, M2-type 대식세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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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상 단회투여 임상시험

대상
중등도 이상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임상기간 2014.10 ~ 2015.10

시험대상자 9명

임상시험
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결과
• ‘염증평가’ 및 ‘질병활성도평가’ 평균적으로

감소
• 삶의 질 점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구분 1/2a상 반복투여 임상시험

내용
용법용량 설정 및 유효성 탐색을 위한

반복투여 예정

시험대상자 33명

임상시험
기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 3~5개 기관

투여 간격
및 횟수

4주 간격 3회 투여
(5X107cells vs 1X108cells)

추진일정 2018.02 1/2a상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1/2a상 반복투여로 상업성 확보

FURESTEM-RA® - 임상시험

1/2a상 임상시험 설계1상 결과 요약

류머티즘 치료제 임상 결과 및 계획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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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ESTEM-RA® - 임상 1상 환자 혈액 검사

임상 환자 혈액 결과: 염증 유발물질의 감소, M2-type 대식세포 증가 확인

임상1상후 혈액 검사 결과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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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estem RA® 상품성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비교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제품 Furestem-RA® Humira Remicade Enbrel

구분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 강스템바이오텍 AbbVie J & J Amgen

투여주기
반복투여 총 3회

(4주 간격)

2주 1회

(연 26회)

2~6주 1회

(연 9~26회)

1주 1~2회

(연 105회)

부작용 없음

효과지속성 내성없음

글로벌 매출액

(2017년)
? 20조원 7조원

6조원

(미국 Only)

단크론항체 치료제

(TNF-α Block)

감염, 결핵, 신경계 이상, 악성종양,

림프구증식 질환, B형간염, 울혈성 심부전

전체 투여 환자의 1/3이 Non-reponders(내성발생 환자)

내성에 따른 효능 저하 발생

퓨어스템의 지향점: ① 근본적 치료 효과

② 안전성 (부작용無) &  ③ 가격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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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골 관절염 치료제 FURESTEM-OA® - 특성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저장 및 보관 가능한 치료제

 기성품 치료제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저장 및 보관 가능한 치료제

 기성품 치료제

SupplementStem Cell  관절강 내 주사

 한번의 투여로 치료 가능

 관절강 내 주사

 한번의 투여로 치료 가능

Intra-articular
Injection

퇴행성 골 관절염 완벽한 치료

Furestem-
OA

Furestem-
OA

퇴행성골관절염을목적으로하는주사용세포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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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비교

주*) 결손연골 치료방식은 2가지: ① Paracrine Effect로 결손부위 자가 생성 촉진, ② 투입 세포의 세포분화를 통한 결손부위 회복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FURESTEM-OA® - 임상결과

골관절염 치료제로써의 경쟁력: ❶ 보다 근본적 치료, ❷ 용이한 시술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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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ESTEM-OA에 대한 비임상 & 1상 실험 공동진행 (Joint Development Agreement)

계약 체결일

2017년 9월 7일

계약 체결일

2017년 9월 7일

Target 치료제

- 연골 재생

- 통증 감소

Target 치료제

- 연골 재생

- 통증 감소

국내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의

글로벌 계약

국내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의

글로벌 계약

향후 임상결과에 따라

글로벌 LO

우선권보유

향후 임상결과에 따라

글로벌 LO

우선권보유

Heraeus Medical과의 Option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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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교차분화 신경줄기세포 [dcNSCs]

dcNSCs 비즈니스 방향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특허 선점을 통한 Royalty 수입 or License Out 기대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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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R기술을 활용한 AIDS 치료제 [dcHSCs]

dcHSCs 개념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직접교차분화 & CRISP기술을 활용

 기존 AIDS 치료제

 3가지 이상의 약제 동시 사용

(칵테일요법)

 매일 복용 중단시 HIV 증가

(완치불가)

 평생 치료비 2~3억원 예상

 dcHSCs

 HIV 바이러스 완전 제거

(AIDS 완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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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교차분화 인공장기 [Organogenesis]

인공장기 비즈니스 방향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환자맞춤-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의 최종 단계는 인공장기



Chapter IV. 

Miscellaneous

1. 특허현황

2.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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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현황

원천특허와조성물특허등록을통한진입장벽구축

 NOD2의아고니스트를처리한줄기세포또는그배양물을포함하는
면역질환또는염증질환의예방또는치료용약학조성물

(등록: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출원: 유럽)

 줄기세포를유효성분으로함유하는면역질환또는염증질환의예방또는
치료용조성물

(등록: 한국)

 DNA 메탈기전달효소억제제를처리한줄기세포또는그배양물을포함하는
면역질환또는염증질환의예방또는치료용약학조성물

(등록: 한국)

 PI3K/AKT/GSK3경로를통해성체줄기세포의증식, 다분화능및
재프로그래밍을촉진하는CD49f

(등록: 미국, 중국/ 출원: 한국, 유럽)

 ZNF281을발현하는제대혈유래만능줄기세포의분리방법

(등록: 한국, 일본, 러시아,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출원: 미국, 유럽등10개국)

 ZNF281을발현하는제대혈유래만능줄기세포의대량배양방법

(등록:한국)

 ZNF281을발현하는제대혈유래만능줄기세포

(등록:한국)

원
천
특
허

조
성
물
특
허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줄기세포
배양액제품
개발기술

신규
Stem Cells

줄기세포
제품개발

기술

인프라
기술

원천기술

21
18

10

18 16

국내 해외 PCT

등록 출원

KSB 특허권 리스트

출처: 강스템바이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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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현황

연결 재무상태표 주요 주주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6 2015

유동자산 25,246 37,966 18,897

비유동자산 21,952 9,475 6,086

자산총계 47,198 47,441 24,983

유동부채 6,368 3,231 2,966

비유동부채 16,348 21,234 780

부채총계 22,716 24,465 3,746

자본금 8,125 7,107 6,909

주식발행초과금 46,894 30,400 29,887

기타자본 5,324 9,876 548

결손금 35,794 24,406 16,106

비지배지분 (68)

자본총계 24,482 22,977 21,237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6 2015

매출액 9,132 843 1,485

영업손실 11,737 9,117 5,125

당기순손실 11,531 8,300 5,754

2017년 12월 말 기준

강경선 외 특수관계인
21.5%

루트로닉
8.4%

키움증권
3.4%

기타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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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문

List of research papers

Information of papers
Publication

date

Publication

Journal

1

Kim HS, Lee JH, Roh KH, Jun HJ, Kang KS, Kim TY. Clinical Trial of Human Umbilical Cord Blood-Derived

Stem Cells for the Treatment of Moderate-to-Severe Atopic Dermatitis: Phase I/IIa Studies. Stem Cells.

2017;35(1):248-255.

Jan 02, 2017 Stem Cells

2

Kim HS, Yun JW, Shin TH, Lee SH, Lee BC, Yu KR, Seo Y, Lee S, Kang TW, Choi SW, Seo KW, Kang KS.

Human umbilical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derived PGE2 and TGF-β1 alleviate atopic dermatitis by

reducing mast cell degranulation. Stem Cells. 2015;33(4):1254-66.

Dec 18, 2015 Stem Cells

3

Shin TH, Kim HS, Kang TW, Lee BC, Lee HY, Kim YJ, Shin JH, Seo Y, Won Choi S, Lee S, Shin K, Seo KW,

Kang KS. Human umbilical cord blood-stem cells direct macrophage polarization and block inflammasome

activation to alleviate rheumatoid arthritis. Cell Death Dis. 2016;7(12):e2524.

Dec 22, 2016 Cell Death&Disease

4

Park EH, Lim HS, Lee S, Roh K, Seo KW, Kang KS, Shin K. Intravenous Infusion of Umbilical Cord Blood-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in Rheumatoid Arthritis: A Phase 1a Clinical Trial. Stem Cells Transl Med.

2018;7(9):636-642.

May 9, 2018
Stem Cells

Translational Medicine

Crohn's Disease 5

Kim HS, Shin TH, Lee BC, Yu KR, Seo Y, Lee S, Seo MS, Hong IS, Choi SW, Seo KW, Núñez G, Park JH, Kang

KS. Human umbilical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s reduce colitis in mice by activating NOD2 signaling

to COX2. Gastroenterology. 2013;145(6):1392-403.e1-8.

Aug 21,  2013 Gastroenterology

iNSC 6

Yu KR, Shin JH, Kim JJ, Koog MG, Lee JY, Choi SW, Kim HS, Seo Y, Lee S, Shin TH, Jee MK, Kim DW, Jung

SJ, Shin S, Han DW, Kang KS. Rapid and Efficient Direct Conversion of Human Adult Somatic Cells into

Neural Stem Cells by HMGA2/let-7b. Cell Rep. 2015: S2211-1247(14)01067-5.

 Jan 15, 2015 Cell Reports

Stem cell cosmetic

products
7

Kim YJ, Yoo SM, Park HH, Lim HJ, Kim YL, Lee S, Seo KW, Kang KS. Exosomes derived from human

umbilical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s stimulates rejuvenation of human skin. Biochem Biophys Res

Commun. 2017;493(2):1102-1108.

Nov 18, 2017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process

(Subculture)

8

Yu KR, Lee JY, Kim HS, Hong IS, Choi SW, Seo Y, Kang I, Kim JJ, Lee BC, Lee S, Kurtz A, Seo KW, Kang KS. A

p38 MAPK-mediated alteration of COX-2/PGE2 regulates immunomodulatory properties in human

mesenchymal stem cell aging. PLoS One. 2014;9(8):e102426.

Aug 4, 2014 PLoS One

Projects

Atopic Dermatitis

Rheumatoid Arthrit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