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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1. 압타바이오 ㈜ 의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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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Bio 는 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입니다. 

AptaBio 는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기초연구 부터

임상개발까지 First-in-Class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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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개요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임직원

총 자본금

주요제품

사업장
및

네트워크

압타바이오㈜

이수진

2009.7.24

19명 (18.10월 현재)

43.3억원

● 7개 신약 파이프라인

• Nox 플랫폼 : 당뇨합병증 5 품목

• Apta-DC플랫폼 : 난치성 항암제 2품목

기업부설 연구소 – 아주대학교

본사- 경기도 용인시 IT 밸리 5층, 28층

✓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first-in-class 글로벌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 본사 : 경기도 용인시 IT 밸리 28층

• 기업부설 연구소 – 아주대학교
• Apta-DC 연구개발 - 경기도 용인시 IT 밸리 5층
• Nox Bio 연구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 항암제 연구개발 –연세 세브란스 암센터
• Nox 안과연구개발-인제대 백병원
• Nox 당뇨합병증 연구개발 –고려대 안산병원

사업영역 글로벌 혁신신약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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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taBio Leadership Team

SUNG H MOON, PHD

Co-Founder and Chief Scientific Officer

Dr. Moon is since 2008, the Vice-president of BJ Hanmi, a Beijing based pharmaceutical company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drugs. Before Hanmi, Dr. Moon was the R&D Director of
C&C Institute, a Korea based Roche Chugai–JW Pharm joint pharmaceutical research Institute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drugs. Before C&C Institute, Dr. Moon spent 3 years in SUNTORY at
Osaka, Japan.

SOO-JIN LEE, PHD

Co-Founder and Chief Executive Officer

Dr. Lee has more than twenty years of experience in the pharmaceutical and biotech industries, with
comprehensive knowledge of drug development. And she is co-founder of AptaBio. Dr. Lee was Director
of Drug discovery, Research center of JW Pharm, Korea.

SUNG-CHAN LEE, PHD

Head of Drug Discovery Team

Dr. Lee joined AptaBio in 2013 and is responsible for all drug development activities. Previously, Dr.
Lee was research scientist a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where he was involved with drug
development of several biologics and small molecules. Dr. Lee holds a PhD degree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JUNHUI JEONG

Chief Financial Officer

Mr. Jeong joined AptaBio in 2017 as Chief Financial Officer . Mr. Jeong was previously Chief Financial
Officer of Dream Security. Specifically, from 2002 to 2012, Jeong served as Managing Director at NICE
in Korea. Mr. Jeong holds a Master degree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 혁신신약 개발경험이 풍부한 경영진으로 구성

http://www.dreamsecurity.com/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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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독창적 플랫폼 기술

• NOX 기술

• Apta-DC 기술

높은 시장가치

• First-in-class NCE 

• Unmet needs 충족

• 전문 치료약 부재 질환

신약개발 성공경험

• CEO(쥬가이제약 L/O)

• CTO (J&J L/O)

• R&D 전문위원(자이데나)

Goal 

2020년까지 글로벌 L/O 5건 이상 성공

VISION
First-in-class 혁신 신약

개발로 글로벌 리더

Open Innovation

4. 압타바이오 목표 및 비전

✓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성, 시장성, 전문성 3가지 전략으로 2020년까지 5건의 라이선
스 아웃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First-in-class 혁신신약 개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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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원천기술 개발

• 지적재산권확보

• 자사제품 판매 개시 및 확대

• 신약 파이프라인 심화

• 국내 외 기술이전 3건

• 국내 비임상 1건

• 미국 비임상 1건

• 유럽 임상1상 1건

• 치료제 임상 개발 확대

• 해외 임상1상 완료 (2018)

• 임상2상 3건, 임상1상 2건

(2019)

• 기술 라이선스 (2019~2020)

• 자사 제품 판매 확대

• IPO

• 제2의 Gilead로 도약

• 국내외 바이오/제약 M&A , JV

• 치료제 개발 확대

(당뇨 합병증, 희귀난치성 항암제)

• 발매 1~2건, NDA 신청 1~2건, 

임상3상 2건, 임상2상 3~4건,

임상1상 2~3건

• 기술 라이선스 in/out (~2025)

기반

구축기

성숙기

발전기

2010 ~ 2018 2019~2020 2021 ~2025

Quantum Jump 2025 전략
First -in-class 글로벌 당뇨합병증, 난치성 항암제 전문 기업으로 도약

글로벌기업

5. 압타바이오㈜ 의 성장 전략

핵심원천기술
•NOX기술
•Apta-DC기술



Confidential6. 사업분야 :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질환군

2018년
개발

2019년
개발

✓ 세계 최초의 NOX 기술과 Apta-DC 기술을 기반으로 First-in-class 약물 7개의 혁신신약을
개발하고 있음.

NOX저해를 통한 산화성 스트레스 조절로
염증 및 섬유화 억제

NOX 기술

당뇨합병증 치료제 개발
(당뇨병성신증,망막병증, NASH,동맥경화)

유럽 임상1상 1품목(당뇨병성신증)
미국 비임상 1품목 (wet-AMD)

임상2상 3품목 진행
: 당뇨병성 신증, NASH, wet-AMD

Nucleolin 과발현 암세포 타겟

Apta-DC 기술

난치성 항암제 개발
(혈액암, 췌장암, 방광암, 간암)

비임상 1품목 : 혈액암(AML)

임상1상 1품목 : 혈액암(AML)

작용기전



Confidential7. NOX 핵심기술 소개 - Platform Technology

⚫ 고난이도 hNOX 분리 기술 (초파리이용)

⚫ 세계 최초 NOXs HTS 기술

⚫ 선택적, 특이적 스크리닝 기술 (Science 지 발표)

⚫ 당뇨병성 합병증의 “First-in-class drug” 원천 기반기술

✓ 세계최초의 초파리를 이용한 Nox 저해제 개발 기술로 당뇨합병증의 산화성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 및 조직 섬유화를 억제함.

8

NOX 기전 , 당뇨병성 합병증의 신규 타겟

ROS
Nox1,Nox2
Nox4, Nox5

Duox1, Duox2

고혈당

고혈압

APX화합물
염증

섬유화

당뇨병성
신증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동맥경화증 비알콜성
지방간

당뇨병성
족부궤양

파킨슨
치매

HTS assay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gtK-eorLdAhXIaN4KHVK9BC4QjRx6BAgBEAU&url=https://www.acponline.org/meetings-courses/internal-medicine-meeting/ophthalmology-self-guided-study-activity-herbert-s-waxman-clinical-skills-center/ophthalmology-self-guided-study-activity-herbert-s-waxman-clinical-skills-center-14&psig=AOvVaw0untzQEZ371Gv208y2rrts&ust=1536731773408578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otaLUorLdAhWH7GEKHZ0KAf8QjRx6BAgBEAU&url=https://www.rheumatologyadvisor.com/spondyloarthritis/atherosclerosis-predictors-in-spondyloarthritis/article/696194/&psig=AOvVaw0j-LDF2DXCaE9cw3h8-bqK&ust=1536731902338723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Lq8CDo7LdAhVUc3AKHS9hBkIQjRx6BAgBEAU&url=https://www.medindia.net/news/meat-based-diet-linked-to-non-alcoholic-fatty-liver-disease-169513-1.htm&psig=AOvVaw1uSFFNJ8qGXxyD_w_TjFxW&ust=1536731973198227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BwJveo7LdAhVYA4gKHX-ACawQjRx6BAgBEAU&url=https://www.dreamstime.com/royalty-free-stock-photo-parkinson-s-disease-image28712875&psig=AOvVaw0FkQobJb9RB5gUFV513q_U&ust=1536732146054096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c_YyEpLLdAhWM7WEKHb_xDzcQjRx6BAgBEAU&url=http://www.iwomansense.com/sub_read.html?uid=24850&section=sc31&section2=%C0%C7%B7%E1&psig=AOvVaw0AEEeqEKjACN7jLXrKmOz_&ust=15367322794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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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X 유도체

7-1. NOX 기술 : NOX 사업 확장 전략

동물 및 임상 POC 

당뇨병성
신증

NASH
망막병증/
황반변성

동맥
경화증

추가 질환

Biz 1 Biz 2 Biz 5 Biz n

✓ 다양한 당뇨합병 치료제 개발로 권리범위에 따른 Two-track 기술 이전 비즈니스 전략
을 구사함.

2022년
(8 파이프라인 구축)

Biz 3
(Global)

Biz 4
(Asia)



Confidential8. Apta-DC 핵심기술 소개 - Platform Technology

⚫ 세계 최초 Aptamer-Drug conjugation (Apta-DC) 기술

⚫ G-quadruplex aptamer 와 치료용 약물을 융합

⚫ 암세포 선택적, 이중 항암 작용, 내성 극복, 우수한 혈액 안정성 보유

⚫ 난치성 암의 “First –in class drug” 원천 기반기술

원천기술 특허 등록

10

Decoy 
Oligo

Antisence
Oligo

DNA RNA 단백질

Transcription Translation

Cell
Receptor

저분자 화합물

Antibody

Apta-DC 

Aptamer Drugs

Apta-DCs

✓ 세계최초의 Apta-DC 기술로 암세포 선택적, 이중 항암 작용, 내성 극복 및 우수한
혈액 안정성이 있는 압타머 항암 치료제를 개발함.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5z-iL4svdAhUG7LwKHQsuAqcQjRx6BAgBEAU&url=https://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2/11/what-dna-actually-looks-like/265713/&psig=AOvVaw1iF4bAL9fFOIdELaQkt0vs&ust=153760793630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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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Apta-DC 치료제 작용기전

✓ 암세포 선택적이고, 이중 항암 작용의 기전을 갖는 First-In-Class 표적항암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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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DC 2

Disease 1
A 1

Diseases
A (n)

Drug 1 Drug 2 Drug 3

8-2. Apta-DC 기술 : Apta-DC 사업 확장 전략

Apta-DC 1 Apta-DC 3

표적단백질
Aptamers

Biz 1 Biz 2 Biz 3

Drugs     

✓ 다양한 표적단백질 압타머에 다수의 치료약물 융합하여 단기간에 난치성 항암 파이프라인

구축하여 권리범위에 따른 Two-track 기술이전 비즈니스 전략

Drug n

Apta-DCn

Biz (n)

2022년
(5개 파이프라인)

Apta-16 Apta-12

AML Pancreat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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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당뇨병성 신증

Apta-12 (췌장암

Apta-16 (AML)

유럽 임상 1상 완료 예정 (2018)

비임상 진입(2019.1Q ~ )

~ 2020

~ 2019 ~ 2022

~ 2021

~ 2020

~ 2019

당뇨성 망막병증

NASH

황반변성 치료제

동맥경화증

유럽 임상 1상 완료 예정 (2018) ~ 2020

비임상 진행 중 (2019.1Q 완료)

당뇨합병증

~ 2021

~ 2020 ~ 2021

비임상 진입(2020.1Q ~ ) ~ 2022 ~ 2023

비임상 완료 예정 (2018)

비임상 완료 예정 (2019)

✓ 2018년 현재의 파이프라인은 당뇨합병증5개 및 난치성 항암제 2개 를 포함하여 7개의
First-in-class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 초기단계부터 라이센싱을 함.

L/O협의중

L/O협의중
미국, 유럽

중국 등의

글로벌 상위

10여개 제약사

L/O

후보물질개발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a 임상 2b 파트너

L/O

L/O

난치성 항암제

국내A사

국내C사

미국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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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압타바이오의 파이프라인별 시장 규모

자료 : Global data, 2012, 7MM, Prevalence of Diabetic Nephropathy in Diabetic Population
; Eveluate Ltd., June, 2014, Frost & Sullivan Research Service, Aug, 2004
: Evaluate Pharm, Nov.,2011,, June,, 2012, Medical news, June,22, 2010

단위: 조원

단위: 조원

당뇨
합병증

80

항암제
5.5

당뇨병성
신증

고형암
항암제

동맥경화

9 13
18

당뇨병성신증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망막증

사업영역별 시장 규모

단위: 조원
당뇨합병증의 시장 규모

항암제의 시장 규모

3 2.5

췌장암 AML/ HCC

황반변성/
당뇨망막

병증

혈액암
항암제

40

NASH

NASH 

✓ 당뇨합병증 치료제 및 난치성 항암제 개발로 85.5조원/년 의 거대 글로벌시장을 공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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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이프라인 개발 및 L/O계획 (향후 6개년)

L/O

✓ 당뇨병성 신증과 NASH 치료제는 2024년 신약 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췌장암과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는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2023년에 발매 가능함.



Confidential12. APX-115 유럽 임상1상 약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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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NOX 저해 기전 (first-in-class) 

▪ 당뇨병성 신증, NASH, 황반변성 효능 우수

▪ 안전성 우수

▪ 반감기 및 생체 이용률 우수

APX-115 특징 당뇨병성 신증 시장 현황

▪ 10조원이상의 거대 시장

▪ 노인성 당뇨병 환자 중 75.1% 가 당뇨병성 신증 환자

▪ 치료제 전무함

▪ APX-115 임상성공 시 높은 시장 점유율 기대됨

Pipelin
e

Develop
ment

Disease

R&D Stage

Discove
ry

Preclinical Phase I
Phase

IIa
Phase 

IIb

APX-
115 

전임상 연구

당뇨병성
신증

NASH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2018 year in EU 

MPI/ USA

2019 year

2019 year

Clinical Nephrology 2016

CAGR : 6.4%

✓ APX-115 는 유럽에서 임상 1b 진행중이므로, First-in-class 로써 10조원 이상의 거대시장
에 도전하고, NASH 및 황반변성 등으로 적응증을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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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Reports, 15th March, 2016⚫ Scientific Reports-
Nature March, 2016

⚫ Laboratory 
Investigation-Nature 
February, 2017

Laboratory Investigation-Nature 6th February, 2017

⚫ Pharmacology , June, 
2018

Oncotarget, September, 2017  

⚫ Oncotarget , 
September, 2017

2016년

2017년

2018년

⚫ AACR, April, 2018
Published

⚫ Molecular Therapy-
Nucleic Acids , June, 
2018

⚫ Nephrology Dialysis 
Transplantation , May, 
2018

13. 최근 논문 발표 List - 압타바이오

https://www.karger.com/WebMaterial/ShowProduktePic/224274?imgType=1&file=cove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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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성공시킬 수 있는 내외부 전문가 보유

• 연구/임상/허가/라이센싱등 신약개발에 필요한 모든 분야 전문가 포진

• 글로벌기업과의 개발/라이센싱 협상력이 높음

14. 요약 : 압타바이오㈜ 기술 및 사업화의 우수성

• First-In-Class 의 블록버스터급 난치성 질환 혁신신약

• 약물/기전에 대한 경쟁력 확보로 약효, 독성, PK 측면에서 비교 우위

• 2019년 임상2상 3건, 비임상 1건 진입 가능

• 독창적인 기술 보유 : NOX 기술, Apta-DC 기술

• 확장성 용이하고 광범위한 지재권 확보로 유사 기술 진입장벽 높음

18

플랫폼기술

글로벌 개발
파이프라인

• 전문 치료약이 없는 질환 / Unmet needs 큰 질환으로 시장성 큼

• 대상 치료제군(당뇨합병증. 항암제)의 환자수 증가로 성장 추세

•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의 큰 관심으로 빅딜 가능성 기대

혁신 신약
개발 전문가

높은 시장성

기술이전
3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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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 Cow Business



ConfidentialCash Cow 기반기술 : 유전자 전달체 기술

Nucleus

-

- -

-

DNA

DNA 

Complex

Endocytosis

Endosome

Endosomal

Release

Nuclear 

Trafficking

+

+

+

+

+

+

+

❑ 핵심기술

▪ NLS기반 기술

-핵내로의 전달 효율 증대, 세포별 편차 최소화

▪ LIPID기반 기술

-저독성, 혈청 안정성, 광범위 세포 적용

▪ 표적화 유전자 전달 기술

-표적화 펩타이드 발굴 기술

❑ 제조기술

▪ 균질한 리포좀 대량생산

▪ 고순도 리피드(주원료) 대량생산

▪ 국내 최초 전달체 국산화 성공

✓ 자체에서 개발한 핵심기술을 이용해서 국내 최초로 원료생산부터 제품생산 및 마케팅까지
의 유전자전달 제품의 Cash Cow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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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 시장규모]

Cancer
(67%)

Vascular
(9%)

Monogenic
(8.4%)

Infectious
(6.4%)

Others
(3.7%)

Gene marking
(4.2%)

Healthy volunteer
(1%)

[ 연구 & 의약품 시장규모]

시 장 2012년 (억원) 2019년 (억원)

세계 시장 10,000 20,000

국내 시장 200 >400

Source: Markets and Markets Analysis, Expert Interviews

Transfection reagent 시장규모

✓ 유전자전달 제품은 연간 11.5% 이상 고성장이며 2019년도에는 2조읜 정도의 세계시장을
형성함, 주로 항암제 개발에 적용됨.



ConfidentialAptabio Transfection reagents

Product name Cat.No. Product size

Lipofector-Q
AB-LF-Q001 1ml

AB-LF-Q004 4ml

Lipofector-EXT
AB-LF-EXT101 1ml

AB-LF-EXT104 4ml

Plusfector AB-PF-0001 1ml

Lipofector-2000
AB-LF-2001 0.75 ml

AB-LF-2002 1.5 ml

Lipofector-EZ

AB-LF-EZ075 0.75 ml

AB-LF-EZ100 1.0 ml

AB-LF-EZ150 1.5 ml

Lipofector-pMAX AB-LF-M100 1 ml

www.aptabio.com
✓ 압타바이오에서는 2018년 현재 6종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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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타바이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