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Global Leader in Exosome Therapeutics

ILIAS Biologics is a global biopharmaceutical company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of paradigm-shifting advances 

in human medicine through intracellular drug delivery

Adopted from Greek epic poem ‘Iliad’ attributed to Homer 

which is describing the siege of Troy for ten years 

기업정보
공동대표이사

회 사 명 주식회사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

설 립 일 2015.11.02

주 소

• 본사: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6로40-20 

• 서울지사: 서울강남구삼성로100길24-2                       

오트리스빌딩B동6층

• 미국법인: ILIAS Therapeutics, Inc. NY., USA.

주요사업 엑소좀기반치료제신약개발

홈페이지 www.iliasbio.com
대표

번호
042-863-4450

*2021.03 기준

내부인력구조 C-level executives

http://www.iliasbio.com/


생체적합성이높은세포-유래나노입자 빛을이용한엑소좀내고분자약물단백질탑재기술

고효율로약물이탑재된표적특이적엑소좀의약품개발

▪ 세포에서분비되는지름50~200nm의소포체

▪ 세포간 communication을위한메신저

▪ 빛에의해조절가능한단백질모듈을활용한엑소좀내고분자단백질약물탑재

▪ 엑소좀을매개로약리물질을타겟세포내부로전달, 직접적인 Intracellular Targeting 약물개발

▪ 다양한치료약물을탑재하여표적세포내부에고효율,                                             

안정적으로전달

▪ 엑소좀표면설계및조작을통한능동적인표적세포타겟팅

다양한장점을보유한차세대첨단의약품

세계최초로엑소좀내부에Free Form 상태로치료용단백질탑재

근본적인세포내질병원인기전을효과적으로타겟

플랫폼기술이용, 
다양한약리물질탑재+ 표면조작을통한목적조직타겟팅
= 무한히확장가능한파이프라인

사업의 차별성: 분자량이 커 기존에 세포 내 전달이 어려웠던 단백질 약물을 엑소좀의 특성을 이용해 타겟 세

포에 전달함으로써 그간 약물 개발이 어려웠던 질병에 대한 신약 개발. 빛에 의해 조절 가능한 단백질 모듈을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엑소좀 내 고분자 단백질을 free form 상태로 탑재함으로써 약리 효과 극대화를 도모

EXPLOR®: Mechanism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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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some engineering for Protein Loading via Optically Reversible protein-protein interactions



IND Submission
by Q4 2021

κ

개발 전략: 기술이전(Licensing Out)을 도모하는 두가지 개발 전략 1) 플랫폼 기술 기반의 Research & Option 

계약을 도모하는 플랫폼 기술 고도화 2) 질병 개선에 중요한 세포 내 표적과 이를 타겟 하는 단백질 약리 물질

(ex. Intrabody 등)을 선정 및 발굴하여 First-in-Class 신약 개발

Mechanism of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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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의학연구동소재 

주식회사 뉴로벤티 창립,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16. 4 천연물 싞약개발 효능검색 매출 1억 5천 달성 

2017. 5 과학기술정보통싞부 시장연계 미래싞약기술개발사업 선정 

2017. 5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기술개발사업 선정 

2017. 6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프로그램) 선정 

2017. 7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싞약개발지원센터 기반기술구축사업 선정 

2017. 7 S 벤처펀드 투자 유치 

2018. 4 M 벤처투자 투자 유치 

2018. 8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선정 

2018. 10 보건산업진흥원 창업도약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2018. 11 서울바이오허브 투자 유치 

2019. 4 H 벤처펀드 투자 유치 

2020. 7 L 벤처펀드 투자 유치 

2020. 8 정보통싞산업진흥원 AI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주요연혁 

기업 개요 

회사명   뉴로벤티 

설립일   2015년 7월 1일 

주요사업   뇌발달장애 치료제 개발 

사무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서울바이오허브 산업지원동 202호 

본사/연구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의학연구동 701-19 

임직원수   6명 (연구소 3명) 

자본금   218 백만원 

대표이사 

 뉴로벤티 대표이사 / 트리뉴로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자폐증, ADHD, 틱장애 등 뇌발달장애 연구 

 뇌졸중, 뇌염증, AD 등 뇌질환기전 및 치료제개발 연구 

• 뇌질환 치료제 개발연구 

 8개의 치료제 특허 등록 및 5건의 기술 이전 

 뇌질환 관련 7회 연구비 수혜  

 5년 내 논문 SCI(E) : 100편 이상 

 국외 우수 뇌질환 연구진과의 교류 (UCLA, UT SouthWestern 등) 

- 뇌싞경과학회, 약리학회, 약학회 임원 뇌싞경발생분과 회원   

- 한국응용약물학회 사업위원장 

- 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산업화 분과위원장 

- 한국연구재단 뇌 및 의공학단 RP (뇌질환 분야) 

벤티사이즈 뇌기능을 위한 중단없는 발걸음  



사업의 차별성:  

  1) 치료제가 없는 유일한 정싞질환인 자폐범주성장애의  치료제 개발에 주력 

  2) Game changer, Paradigm shift로서의 First-in-Disease, First-in-Class 자폐치료 후보약물 

  3) 병리기전 기반 및 빅데이터 기반 후보발굴, 다중표적 동시조절을 통한 효과증대, 부작용 소  

  4) 자폐증 환자 symptom 및 etiology 기반 sub-grouping 통한 맞춤형 Precision Medicine 

- Pathology-based approach (Evidence-driven) 

   : Model or Phenotype based candidate search 

- Big data and AI-based approaches (Non-biased) 

Target and Candidate Mining 

Development of Therapeutic Agents against ASD  
First-in-Disease, First-in-Class Therapeutics 

Targeting Patients Subgroups 

- Multiple factors in  

Etiology 

Progression 

Modulation 

Multitarget Approach 

- Pathology- and  Big 

data-based approaches to 

ASD target selection and 

drug discovery 
TheConversation.com 

•DOI:10.6026/97320630014167 
•License CC BY 3.0 

 Patients subtype classification 

https://www.researchgate.net/deref/http:/dx.doi.org/10.6026/97320630014167?_sg[0]=hy6swsEKct-SbxDrPbPTCmfsITSP8KDi8gotk1VzoUe5rdXcf94d728KjM_XSVysS5w3ikdjdUNSF_6XA7oyU0UldQ.N9mLS6piEmny6dz_77-r0CbfKOwILwES5pU4MK6Rc3QCyBZUZxTgFHVY5Vci6CF_0exUxSKOwZPp1oGnZbnXNA
https://www.researchgate.net/de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개발 전략 

1) 병리기전 기반 First in class 분자타겟  

 (내재성 iGluR 싞호전달 조절      흥분성 싞경활성 억제) 

NV-84-001 

Analytical scheme 

 

2) 빅데이터 활용 복합작용점 치료제 개발 

   (싞경전달물질 수용체 조절 기전을 통한 사회성 개선)  

Target 
2021 

1Q 2Q 3Q 4Q 
2022 

1Q 2Q 3Q 4Q 
2023 

1Q 2Q 3Q 4Q 
2023 

1Q 2Q 3Q 4Q 

NV-01001 AGMAT 
Preclinical 
Validation 

Lead Synthesis 
& 

Optimization 

Preclinical 
Toxicology 

CMC 
Global 
Phase I 

IND 
Filing 

Pipeline Target 
2021 

1Q 2Q 3Q 4Q 
2022 

1Q 2Q 3Q 4Q 
2023 

1Q 2Q 3Q 4Q 
2024 

1Q 2Q 3Q 4Q 
Pipeline 

PoC study 
Formulation 

CMC 
NV-01A02 

PoC study / Formulation 
CMC 

Global CRO Partner 

5HT Rc 
IND 

Filing 

IND 
Filing 

Domestic 
Phase II 

Global 
Phase II 

Domestic 
Phase III 

 100여 종의 싞규 화합물 합성: 효력 및 독성 시험  
 국내 및 글로벌 임상 2상 진행 예정 



Confidential 

젬크로 (GEMCRO, Inc.)

회사명

이한웅, Ph.D.
(현)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

(현)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장

대표이사

임직원

2021. 03. 02설립일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업종

주소지

contact@gemcro.com
연락처

4명

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Professional GEM Research Group

맞춤형 GEM 생산부터 R&D 대응까지

‘국내 최초 CRISPR GEM 토탈 솔루션’1

hyFc-SOD3 재조합단백질 기반의

아토피 및 만성염증성 피부질환 치료제 개발2

3 유효성 평가 모델 활용

신규 타겟 기반의 폐암 치료제 개발

mailto:contact@gemcro.com


Confidential 

GEMCRO Business Models

유전자 교정 기술 수정란 미세조작 기술 유효성 평가 기술

Production of Custom-

made mouse models

Mass production of GEM in vivo efficacy test

최첨단기술을기반으로 GEM개발-공급-활용을아우르는 GEM 밸류체인플랫폼구축

GEM Production
(CRISPR 기반 서비스)

GEM-CRO
(유효성 평가 서비스)

Mass Production
(IVF 기반 서비스)

Drug Development
(자체 신약 개발)

후보물질 발굴

Drug development from 

our own platforms

후보물질 선별 및 유효성 검증, 기존 치료제 대비 약효 검증을 위한 in vivo 모델 플랫폼 구축

NSG models Humanized models각종 질환모델



Kihwan Kwon  M.D., PhD. (CEO) Jihwa Jung   PhD. 

회사명 ㈜엑솔런스바이오테크놀로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설립일 2019년 5월 30일

대표자
권 기 환
대표이사
現 이화여대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교수

사업 모델

엑소좀 기반 DDS (Drug Delivery System) 플랫폼 기술 및

이를 이용한 신약개발

• 당사 플랫폼기술 이용 파이프라인 임상효능 확인, 글로벌 L/O

• 스폰서가 제안한 표적물질 탑재 신약 공동 R&D

기술력

특허 등 다수 지적재산권 보유

• 세포 외 소포체 생성/분비 촉진 방법 특허 2건 등록

(국내, 미국)

• 표적물질 탑재 방법 특허 2건 (국내, 미국) 등록 및 4건 출원

(중국, 일본, 호주, 유럽)

• 표적물질 전달 장치 특허 출원 (국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핵심개발기술및경쟁력

엑소좀 정의 및 기능

ü 엑소좀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30~150 나노미터(nm) 크기의

소포체로서 세포간 다양한 신호전달 및

물질 교환에 중요.

ü 생체적합성이 높고, 물질전달에 효과적으로

최근 DDS로 주목받음.

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력

Ø 어떠한 화학물질이나 유전적 조작없이

효과적으로 타겟 물질을 엑소좀에 탑재 가능.

Ø 세포 배양액 뿐만 아니라 식품 유래 엑소좀

등 엑소좀의 종류에 제한없이 타겟 물질

탑재가 가능하여 생산효율 고도화 및 Scale

up이 용이함.

Ø 단백질, 핵산, 화합물 등 다양한 타겟 물질을

탑재 가능하여 개발 범위가 넓음.



개발전략

v siRNA, ASO탑재엑소좀을이용한새로운 유전자치료제개발

v 경구용, 흡입형및피부도포제등다양한제형의유전자치료제개발

v 엑소좀기반의새로운백신플랫폼개발 (COVID 19, influenza, HPV, …., cancer vaccine)





ATP

Warburg effect

Kim effect
Diet

TCA 

ATP

Mitochondria

Fatty acid FAO

NADH

Lipid

FAO NADH

Lactate

Glucose

Secretion

G-6-P
PPP

R-5-P

Diet

Pyruvate

Cancers 2020, 12, 2477



SC2: fatty acid transfer target; SC6: fatty acid oxidation (FAO) target



설립일 : 2019. 11. 01

소재지 :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5길 8, 제 1106호

연구소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5길 8, 제 1107~1110호

연구소2) 서울시 연세로 50-1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614호

이메일 : info@checkmatetx.com

홈페이지 : www.checkmatetx.com

주요사업 : 항암신약개발

회사비전 : “first-in-class”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함

곽현희
CEO

이화여대 약학과
서울대 약학박사

전) 동아쏘시오HD 연구소장

김현석
Founder & CTO

서울대 미생물학과
Washington Univ 박사

연세의대 부교수

이주영
연구1실장

이화여대 생명과학과
이화여대 박사

전) 연세의대 연구교수

강승완
개발실장

고려대 화학과 학,석사
전) LG화학 생명과학연구소

임종원
연구2실장

서울대 미생물학과
Washington Univ 박사

전) Universal Cells

Team (Core member)

체크메이트 테라퓨틱스

김송원
CFO/COO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전) 뉴라클사이언스 상무



사업의 차별성
• 합성 치사 (Synthetic lethality)# 전략으로 바이오마커에 선택적 약물을 발굴하여 Safety margin을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최적화 전략을 통해 개

발물질을 도출함
• 세포유지 및 성장에 필수적인 NAD 생합성 기전 조절을 타깃

INDICATION PRODUCT DISCOVERY CANDIDATE PRECLINICAL PHASE 1 PHASE 2 PHASE 3

METASTATIC 
CANCER CX001

UNDISCLOSED CX002

파이프라인

# 합성 치사 (Synthetic lethality) : 종양 세포와 정상 세포 사이의 유전적 차이를 이용하여 정상 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암 세포에 약물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임.



In-house chemical Genomics 
Screening Platform Open Innovation

개발전략 비즈니스 모델

• 수익창출 : 초기 임상단계 (Phase I~II)에서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
• 주요고객 : 난치암 환자 및 글로벌 제약회사
• 핵심활동 : 신약 후보 물질 발굴, 파트너링 미팅으로 기술 홍보



- Novel target protein 플랫폼 기반의 First-in-

class 항체 신약 개발 기업

- 세포 내의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First-in-class 

NADPH oxidase (Nox) 저해제 개발 기업

I. 회사 개요

• 기업명 : ㈜셀로스바이오텍

• 설립일 : 2018년 10월 18일

• 2019년 6월 13일 벤처기업 확인 획득 (제20190300530호) 2018 – 현재 ㈜셀로스바이오텍 대표이사

1998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1993 – 1998  미국 NIH Lab of Cell Signaling, Visiting Fellow

1990 – 1992  KIST 유전공학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1989. 8.        KAIST 생물공학과 박사 (생화학 전공) 

1986. 2.        KAIST 생물공학과 석사 (생화학 전공)

1984. 2.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사

대표이사 배윤수

경력

Yun Soo Bae, Ph.D
010-4138-9327
baeys@ewha.ac.kr
baeys@celros.com



활성산소와질병

정상

활성
산소

질병

Nox 활성↑ 활성산소↑ 질병

과도한
활성산소

Nox 활성 증가→
활성산소 레벨 증가

활성산소생성조절이질병을제어할수있다

정상

Nox 활성 저해

활성
산소

Nox 저해제

* 탱크 = 인체
* 물 = 활성산소

적응증
1) 퇴행성 신경질환

• 파킨슨병

• 알츠하이머병

2) 뇌종양
• 교모세포종

3) 안구질환
• 노인성 황반변성

Ⅱ. 핵심 개념

정상 알츠하이머뇌



Nox 저해제 스크리닝 기술 : 
인간 Nox 유전자 변형 초파리 이용

UAS-dNoxRNAi

UAS-dNoxRNAi;UAS-hNox
UAS-hNox+

+;cyo
Da-GAL4

X

UAS-dNoxRNAi

+;Da-GAL4
UAS-hNox

UAS-NoxRNAi

;Cyo 
UAS-hNox

+

1.

2.

hNox1tg, hNox2tg, hNox3tg, 
hNox4tg, hNox5tg, 

hDuox1tg, hDuox2tg

Biochemical assay with 
drosophila membrane 
expressing human Nox

isozymes

다양한 질환 동물 모델을 이용한 유효성 평가

Ⅲ. Nox저해제 스크리닝 플랫폼과 Nox저해제의 역가 평가

Control

MPTP 파킨슨병 동물 모델

맥락막 신생 혈관형성 모델

GBM orthotopic xenograft 모델

Control Nox저해제

Nox저해제

Control Nox저해제



㈜엠이티라이프사이언스

MET Life Sciences, Ltd

1

창업시기: 2018.11.06

위치: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서울서대문구

이메일: jiyook@yuhs.ac

전화: 02-2228-3032

도메인: metls.co.kr

사업종목: 바이오신약관련연구개발

회사비젼: 섬유화질환및암치료제개발

회사성과목표: 복막섬유증, 간, 폐, 신장섬유증혁신신약개발

성과도출예상시기: 2024년 1분기

대표자: 육종인, DDS, PhD

대표이사

교수/연세대학교치과대학

공동창업자: 유태현 (연세의대신장

내과), 김현실, 김남희, 최지원 (연세

대학교치과대학)



사업차별성: 기존의 TGF-beta 억제약물은대부분 TGF-beta 수용체나 ligand를표적으로개발. 그러나 TGF-

beta 표적치료제는독성 issue를극복하기어려워만성질환에적용이어려움. ㈜엠이티는 BMP-7을이용하여

TGF-beta 신호하위표적으로하는만성섬유화질환치료제개발을목표로함.

1

Galunisertib (LY2157299)

기존 TGF-beta 치
료제개발전략

MET 전략



1

개발전략:

1. BMP-7은매우효과적인 TGF-beta 억제인자이며과량투여에도독성이슈가거의없음.

2. 그러나기존의 rhBMP-7은생체투여후 initial burst release에의한약동학적한계로인해약물로개발되기어려

움. 2015년 Olympus는 rhBMP-7 약물개발포기선언.

3. ㈜엠이티라이프사이언스는기존의약동학적한계를획기적으로개선한 lipid nanoparticle (LNP) 제형의 pro-

drug BMP-7 (MET-02-26, CMC 단계) 과 exosomal BMP-7 (개발단계)을이용하여다양한만성섬유화질환치료제

를개발하는전략을가짐.

Regeneration time course (wks)

Physiologically required growth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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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to:smjeon@ajou.ac.kr
mailto:smjeon@scltherapeutics.co.kr


사업의 차별성: 기존의 세포관점 유전자 돌연변이 중심의 암발생 모델에서 벗어나 환경에너지원 관점에서

암발생의 원인을 이해하고 암세포가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물질은 포도당과 같은 일반 영양소가 아니라

종양미세환경에 축적되어 있는 활성산소와 같은 독성물질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항암전략 수립.



개발전략: 종양미세환경에 축적되어 암세포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독성물질들의 대사

에 중요한 표적을 선정 및 발굴하고 이를 차단하는 혁신 (First-in-Class) 항암신약 개발



(주)알티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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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현황

설립시기
주소

인원

주요인원소개

임태연

장준근

지분구조

임태연
(주)크리액티브헬스
한양대기술지주회사

투자유치이력

투자시기
투자자
투자금액

주요재무현황

자본금

2019.12.
서울특별시용산구서빙고로67,

파크타워103동1302호
3명

CEO(각자대표)
한양대학교생명공학과교수

CEO (각자대표)
(주)크리액티브대표이사

33.3%
33.3%
33.3%

2020.5.2021.1.
한양대학교기술지주회사
현물3천,현금7천만원

3.0억원

암세포특이적세포막단백질을발굴하여개별환자에게적합한맞춤형치료기반을제
공하는전문기업이되겠습니다.

Vision 

Mission 

- 폐암세포만을선택적으로억제하는항체기반치료제를개발하겠습니다.
- 항체기반치료에잘부합하는지확인할수있는동반진단 (Companion diagnostics) 

기술을개발하겠습니다.

Core Technology 

바이오마커란생체의상태를알려줄수있는단백질이나 DNA등 각종생체에서유래된물
질을가르키는말로, 세포막에바이오마커가있으면이에대한항체를제작하면신약이될
수있음.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질환인 폐암을 대상으로 막단백질을 분석, 폐
암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막 단백질 5종을 발굴 하였으며, 이들 단백질을 타겟하는 항체를
제작하여이를이용한치료및진단방법을개발하였음.



(주)알티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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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trategy 

- 유방암세포에특이적인세포막단백질인 Her2에특이적인항체를개발하여치료제로개발한제넨텍사의사업모델처럼

- 폐암특이적항체개발을통한항체치료제개발
- 치료제적응여부를판단하는동반진단기술
- 치료효과극대화를위한항체약물결합체의개발
- 항원부위디자인에의한항암백신개발

이러한전략으로사업을수행합니다.



(주)알티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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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

편평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소세포암 등 4가지 폐암조직과 정상인 허파조직의 단백체 분석으로 5개의 폐암특이적 막 단백질을
동정 (모두 국내 특허 등록)

단클론항체염기서열결정및에피톱분석 (국내특허출원)
-폐암 특이성 확인 :폐암세포주와 정상세포 또한,정상 폐조직과 폐암조직을 이용한 특이성 검증 결과(티슈어레이 600명 폐암
조직), 폐암특이적 막단백질에 대한 단클론 항체는 정상조직에는 거의 붙지 않는 반면 폐암 부위에는 뚜렷하게 결합하는 특
징을 보임.

RT01
RT02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타겟 분자를 검출함으로서 질환 관련성을 이야기 할 수 있음. 많고 다양한 시료에 대한 검출을
통하여 조기진단 및 예후진단의 방법으로도 개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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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알티앱소개-약학ᄒ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