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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in Anticancer
LORDS

PHARMACEUTICALS

(주)로드제약기술



Core Value

저온제조 고순도생약주사 특수원료

생약주사제, 한약주사 선도

OEM, ODM: 천연물원료, 동결건조,액상 바이알

세포치료NKT 간암임상, 아셉틱 화장품

항암주사제 임상2상 안전유효성 확보
BDS생약항암제

NKT세포치료항암제

(주)로드제약기술 핵심기술-데옥시포닌



Products
보유기술기반 공급 품목

의약품

건기식

셀라인

ENG 

복막암 임상2상 항암생약주사제

유방암 국소 한약주사- 백두삼주

폐암흡입, 대장관장- 백두삼무균파우더

GMP Engineering, 의약품제조소 설립자문

Validation, CSV, Equipment Qualification

법원지정 GMP감정평가사

골다공증 당뇨 고순도액상칼슘

크론병 백두삼 연조스틱

말기암 통증, 위암환자 – 백두삼 연조스틱

NKT 세포치료항암제- 간암

스킨케어용 아셉틱-셀킨, 무균OEM, ODM

피부케어 니들패치 – 스킨TS



CosmeticHF FoodK-MedicineMedicine

복막암주사제 임상2상

NKT임상 간암세포치료제

백두삼 한약주사

흡입용, 관장용 엑스산 골다공증, 당뇨용 고순도 액상칼슘

크론, 위암 내용액제 스킨케어 아셉틱바이알

스킨케어 니들패치

Products
보유기술기반 공급 품목

DEOXYPONIN



복막암 주사제 백두삼주

Products
의약품 주사제

구분 내용

분류 의약품, 한약주사

품명 복막암 백두삼주

주요 데옥시포도필로톡신, 사포닌

특허 (주)로드제약기술

단계 임상2상 진행중

제형 동결건조 바이알

구분 무균주사제

주원료 백두옹, 인삼

용량 5mL * 10b

투여량 7 바이알/회 * 6사이클

제조소 (주)로드제약기술 증평

출시 2021

유방암 한약주사 백두삼주



백두삼 크론 연조액

Products
의약품 연조엑스

구분 내용

분류 의약품, 건기식

품명 백두삼 크론, 파우더

주요 데옥시포도필로톡신, 사포닌

특허 (주)로드제약기술

단계 판매

제형 액제, 고형제

구분 연조엑스

주원료 백두옹, 인삼

용량 20mL * 10ea

투여량 2p/Day

제조소 (주)로드제약기술 증평

출시 2022

백두삼 아셉틱 파우더



액상칼슘 칼로스당

Products
건기식 액상칼슘

구분 내용

분류 건강기능식품 - 당뇨, 골다공증

품명 칼로스

주요 칼슘, 아연

특허 (주)로드제약기술

단계 일반공급

제형 내용액제

구분 액상

주원료 모려

용량 30mL * 10ea

투여량 2p/Day

제조소 (주)로드제약기술 증평

출시 2022

액상칼슘 칼로스골



아셉틱화장품 셀킨

Products
아셉틱 스킨케어

구분 내용

분류 아셉틱 화장품

품명 셀킨

주요 미백 스킨케어

특허 (주)로드제약기술

단계 일반공급

제형 무균바이알

구분 세포배양 추출물

주원료 ***

용량 5mL * 2ea

투여량 2Vials/Day

제조소 (주)로드제약기술 본사, 증평

출시 2022

아셉틱 스킨TS

DEOXYPONIN



간암 NKT 세포치료제 임상

Products
세포치료제

구분 내용

분류 의약품

품명 간암 세포치료항암제

주요 NKT

특허 (주)로드제약기술

단계 독성시험 완료

제형 수액백 타입 무균주사제

구분 세포치료제

주원료 혈액

용량 100mL

투여량 bag/회 * 6사이클

제조소 (주)로드제약기술 본사

출시 2021

NKT 세포치료제- 첨생법



Site

증평 KGMP

제천공장

증평제조소

KGMP 2207

5000vial/batch/5days

Class : Grade A & B

동결건조 바이알

NKT 제조소

세포배양실 4 Room 

Class : Grade A & B

BSC, FACS, Incubator…

세포처리시설 식약처 승인

제천공장 제조대기

동결건조기 등

제약엔지니어링

본사,연구소



Team Member
Introduce the best teaming

기술총괄 고영환

대표이사 전만수

허가총괄 천경호

현재 (재)제약기술재단 이사장

현재 (주)로드제약기술 대표이사

현재 한국GMP아카데미 대표

전 CJ제일제당(주) 제약사업부

현재 (주)로드제약기술 전무, 기술총괄

전.청주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

전.CJ제일제당(주) 제약사업부 제조소 총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농학박사

현재 (주)로드제약기술 전무, 허가총괄

전.(주)바이오리더스 부사장

전.CJ제일제당(주) 의약품 개발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대학원

재단 건양대학교 조성완 교수

재단 소화기내과 최인승 원장

건국대 생물학과 박주호 교수

바이오톡스텍 NKT 독성시험

한의약진흥원 이화동 센터장

충북TP 옥주안 바이오센터장

세브란스 고대구로 등

7개 병원 임상2상 진행 중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KGMP제조소

기술지원재무총무 박미혜 상무

연구소장 곽동섭 이사

제조생산 이동흠 전무

제조허가 이돈숙 약사



2015 2019 2022 20242008

(주)로드 설립

의약품GMP
서비스

GMP
엔지니어링

의약품제조업
(항암제) 

항암제
임상2상

항암제
품목다양화

ENG 추가 제조업 추가 승인,제형화 글로벌

Business Story
Pharma GMP Professional

20232021 2022

항암제 의약품 제조업

백두삼원료 제조소 구축

세포처리시설 승인

항암 한약주사 출시

건기식항암연조액 3종

아셉틱화장품 셀킨

아셉틱 패치-스킨TS

NKT 임상1,2상

복막암 3상, 신속신청

복막암주사제 임상2상

고순도액상칼슘 2종

KGMP제조소 승인

NKT 독성,효능시험 완료

전자주식 거래개시

제조업













(주)로드제약기술

Company Number

1522-4164

Address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7

E-mail

bvcgmp@daum.net

Site link
www.lordsbio.com
www.lordbio.co.kr
www.bvc.co.kr

Contacts

Next Attachment



Attachment - 회사자료

KGMP 승인서 2상 계획 승인서 병원 임상계약서

서초성모 세브란스, 고대구로, 고대안산
삼성서울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7개병원



세포시설 KFDA 허가증 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기업연구소

Attachment - 회사자료



GMP & Validation Service
since 2008,      www.lordbio.co.kr



제약기술재단, 한국GMP아카데미

GMP & Validation Training Course
Since 2005     www.bvc.co.kr

bvc.co.kr
bvc.co.kr bvc.co.kr

bvc.co.kr

bvc.co.kr
bvc.co.kr

bvc.co.kr
bvc.co.kr

bvc.co.kr
bvc.co.krbvc.co.kr bv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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