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diana University 

107 S. Indiana Ave 

Bloomington, IN 47405 

 

보도 자료 

2018년 11월 16일,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시 

 

인디애나대학교 자선 벤처 기금, 재생의학 회사 Vascugen에 투자 

Vascugen, 임상등급 제품 생산과 파트너쉽에 투자 예정 

 

즉시 발표 

인디애나대학교의 교수진, 학생, 졸업생, 직원들의 스타트업 회사에 연구와 혁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인디애나대학교 자선 벤처 기금 (IU PhV) 은 재생 의학 회사인 

Vascugen에 투자한다. 

Vascugen 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혈류 감소로 손상된 인체 조직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Vascugen 은 인디애나폴리스의 기업가인 Donald Brown 박사를 

포함한 인디애나주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았다. Donald Brown 박사는 

Interactive Intelligence를 2016년에 14억 달러에 정밀 의학 회사인 LifeOmic에 매각했다. 

Vascugen 의 CEO 인 Carter Cliff 는 자선 벤처 기금의 투자는 임상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공정과 규모를 개선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제약회사와의 제휴하는데 도움이 되고, IU 혁신 및 상업화 사무소에서 

최근에 인가된 기술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을 더 발전시킬수 있다."라고 Cliff는 말했다. 

IU Research and Technology Corp. 연구소장 겸 펀드 매니저인 Teri Willey는 Vascugen이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말했다. 

"Vascugen은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재생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새로운 치료법의 파이프라인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팀을 구성했다. 인디애나 및 전 

세계 환자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충족되지 않은 의학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Teri Willey는 말했다. 

 

 



인디애나대학교 자선 벤처 기금은 원래 인디애나 주의 경제 활력을 위해 이 대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 주년 전략 계획에서 계획되었다. 처음에는 

천오백만 달러의 자본금을 받았지만, 오천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대학 지정,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많은 자금을 지원 받는다. 

자금은 주로 기업 개발의 초기 단계에 주식 투자를 통해 운용된다. 투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IU 지적 재산을 상품화하거나 IU 동문과 함께 명확한 상업적 잠재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후속 자금과 경험 있는 관리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인디애나대학교 자선 벤처 기금 (IU PhV) 소개 

인디애나대학교 자선 벤처 기금 (IU PhV) 은 인디애나대학교 동문들과 지지자들의 비전과 관대함을 

통해 새로운 벤처를 잘 개발시키기 위하여 2018년에 시작된 인디애나대학교 기금이다. 이 기금은 IU 

혁신 및 상업화 사무소 (IU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fice, ICO), 동문, 교수진 및 직원에 의해 

운영되는 벤처 및 경제 개발 단체를 발전할 수 있도록IU Research and Technology Corp. (IURTC) 에 

의해 운영된다. 

Vascugen Inc. 소개 

Vascugen은 혈관의 손상이나 퇴화로 인한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선진 치료법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재생 의학 회사이다. 본 회사는 연구, 진단, 치료, 조직공학, 오가노이드와 3D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위한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나 조직에서 혈관을 

기능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독점적인 전 

세계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혁신과 과학적, 임상적 전문가들의 팀에 의해 주도된 Vascugen은 

혈관 줄기 세포 생물학 분야의 선구자이자 저명한 전문가인 Mervin C. Yoder박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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