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SBP SAN FRANCISCO 소개 

KASBP San Francisco Chapter (KASBP-SF,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샌프란시스코 지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생명과학 업계에 종사하는 한인 과학자 모임인 BAKAS 와 미국 동부 바이오, 제약업계에 근무하는 한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KASBP 가 통합되어 2017 년 1 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전부터 KASBP 와 BAKAS 는 미국 동부와 서부에 위치한 지리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최신 신약 개발을 위한 토론과 교류의 활성화, 회원들 간의 네트워킹 등, 여러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연말 두 단체는 마침내 하나로 뜻을 모으기로 결정하여, 더욱 활발하게 발전하는 한국의 

바이오 벤처, 제약기업, 관련 연구소, 정부기관단쳬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KASBP-SF 의 전신인 BAKAS 는 1999 년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BSA 를 모태로 삼아 2007 년에 

설립되어 최근까지 신약 연구와 개발,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 및 구인 구직을 후원하였습니다.  

회원들이 근무하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진원지로서 다국적 제약기업 (Novartis, 

Merck, J&J, BMS, Abbie, Pfizer, AstraZeneca) 들과 수 많은 바이오텍 (Genentech-Roche, Amgen, Gilead, 

BioMarine, Verily, Denali, Calico, Exelixis, Clovis) 등이 모여서 신약 연구와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탠포드, UC 버클리, UCSF, UC 데이비스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산학합동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베이(Biotech Bay)라는 별칭에 걸맞게 이곳은 오래전부터 항체 와 단백질 치료제, 면역 항암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련 연구분야를 리드하여 바이오텍 허브 (Biotech Hub)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투자로 신약개발을 비롯한 헬스케어 관련 회사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이 디지털 헬스케어 허브 (Digital Healthcare Hub)로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50 여명의 KASBP-SF 회원 구성은 바이오, 제약기업과 대학 소속 연구원, 교수 및 박사후 연구과정생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체 및 합성 신약연구, 전임상 및 임상 연구, 재무, 마케팅, 프로젝트 관리, 의료 및 

분석기기, 바이오소프트웨어, 법률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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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KASBP San Francisco 
 
  
KASBP San Francisco Chapter (KASBP-SF) is a non-profit organization for biopharmaceutical 
professionals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established in January 2017, as the two 
organizations called BAKAS and KASBP merged. BAKAS and KASBP were organizations for 
Korean biopharmaceutical professionals working in the SF Bay Area and the east coast, 
respectively. Despite geographical separation, KASBP and BAKAS had been collaborating on 
various networking events and scientific symposiums. After the merge, KASBP and KASBP-SF 
have become one of the largest networks of Korean biopharmaceutical professionals that 
promotes active collaboration among rapidly expanding biotech, pharmaceutical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both in Korea and US. 
 
San Francisco Bay Area is the epicenter for biotechnology leading new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with several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Novartis, Merck, J&J, BMS, 
Abbvie, Pfizer, AstraZeneca) and several biotech companies (Genentech-Roche, Amgen, Gilead, 
BioMarine, Verily, Denali, Calico, Exelixis, Clovis). Also, renowned universities such as Stanford 
University, UC Berkeley, UCSF, and UC Davis are located in the SF Bay Area, and thus, 
collaborations among academia and industry are very active. As the nickname Biotech Bay 
suggests, SF Bay Area has been the Biotech Hub leading the technology for antibody and 
protein therapeutics and immunotherapy anti-cancer treatments. 
 
SF Bay Area is also known as the Silicon Valley, which is the home for many IT companies such 
as Google, Facebook, and Apple, and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and funding for startup 
companies. This unique co-localization of biotech, IT, and startups is attracting more 
professionals and companies and SF Bay Area is becoming the Digital Healthcare Hub. 
 
Currently, KASBP-SF boasts more than 250 members working in biotech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as well as in the academic research. The expertise of our members spans from 
discovery & development of novel therapeutics to preclinical and clinical research & 
development, finance, medical device, diagnostics, bio-software, marketing, project 
management, and patent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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