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NOAH BIOTECH

Smarter, Faster, Safer
Simply a better way for drug development

CEO Dr. JI-HYUN LEE

Designing Drug Combinations for orphan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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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phan Drug Market Tre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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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rphan Diseases 신약 시장

19901980 2000 2010 2020

1983-2012

대략 400여 개 희귀질환 치료제가 시장에 나옴.

1990-2030

Mean economic value forecast

· 희귀질환 치료제: $406 million/yr

· 비희귀질환 치료제: $399 million/yr

희귀질환 환자 1명당 avg Drug Cost 

: 1억3천만원/year

2000-2010

Mean present value 

· 희귀질환 치료제: $351 million -> $637 million으로 크게 상승

· 비희귀질환 치료제: $600 million으로 그대로 유지

2030

2010

전체 약물 판매에서 희귀질환 치료제가 22% 차지.

1983

미국이 전세계 최초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

1993

일본의 희귀질환 약물

법안 통과

2000

EU의 희귀질환 약물

법안 통과

Growing Market이면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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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rphan Drug is Rising Star

The value of Orphan Drug

Pharmaphorum 2015 – Christopher EhingerPharmaphorum 2015 – Christopher Ehinger

Cost per patient (AVG $0.12M)

Expedited programs for seriou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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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rphan Drug is Rising Star

메디팜스투데이 2017.05.30 기사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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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But, Development of Orphan Drug is Difficult...

7,000개 이상의 희귀질환. 그 중 90%이상이 아직 치료제가 없다!

From Pfizer Research Unit

지금의 신약개발 속도라면, 

모든 희귀질환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500년 이상 걸린다.

무한 반복..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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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NOAH’s Solu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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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We are Drug Designer!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해 Drug 을 Design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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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Our strategy

DR.Noah
Design drug combinations

Mutation

Mutation

기존
Targeting the mutation

목표: 증상의 개선 및 완화

개발 성공 가능성 높고, 단기간 내 개발

목표: 완벽한 치료

개발 성공 가능성 낮고, 오래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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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ARK 시스템을 활용한 복합제 개발

10

# ARK

# Possible Drug Combinations

1,000

499,500

166,167,000

SINGLE
DRUG

2-COMBI 
DRUG

3-COMBI
DRUG

Knowledge SignatureStructureProteomics Genomics

“We can narrow down to

10,000
Combinatorial drugs

3 Computational
Combinatorial
Drug Design

months
Massive
Cell-based
Assay3
months

High Speed 
In vivo 
Validation9
months

SO FAST,

이것을 다 실험으로 테스트 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 문제 발생!

3개월 내에,

1억 개 이상의 약물을

1만 개로 줄일 수 있다!



우리의 첫번째 Project

해결책

3개월 안에 희귀질환 치료제 예측 완료

How: 기존 약물을 복합제로 새롭게 구성

“ARK”
인공지능 복합제 예측시스템

Network
Analysis

AI 
(인공지능)

DCW 환자들의
유전체 데이터 분석

DiGeorge
Syndrome

Cornelia de 
Lange 

Syndrome

William
Syndrome

선천성 유전적 신경 질환들

Chemical Library 제공

신경 줄기 세포에서
High-Throughput Screening

단일 약물 복합제

Prioritize candidates

빠르고 효율적인 약효 검증과

전임상/임상을 위한 자문

초고속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모델

빠르고 효율적인 DCW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 본 사는 복합제 개발에 특화된 예측 시스템 (“ARK”)을 보유.

• 본 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희귀질환치료제는 Neurocristopathy에 해당하는 3개의 질환에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복합제.

• 이들 DCW 희귀질환은 국내에만 4,000여명 정도 있고, 북미와 유럽으로 확대하면 대략 8만 여명 정도로 예상.

• 만약 해당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최소 연간 8,000억원 (1인당 1,000만원/년 기준으로 계산) 이상의 매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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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or Analysi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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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사이언티아 社 (2012년 설립)

구조 기반의 AI

복합 타겟 발굴과 약물 설계

Computing 에 주목하는 신약개발 시장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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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본 사의 기법과 유사한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약물 개발을 목표로 함. 

유전자 네트워크를 분석 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공략하는 기법. 

Computing 에 주목하는 신약개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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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기반 신약 개발사 현황Comparison

SOM Biotech Insilico Medicine standigm DR.Noah

국가 스페인 미국 한국 한국

설립 년도 2009 2014 2015 2017

분석 기반
약물 구조 Genomic data Deep Learning

Genomic data
+ Knowledge 

+ Machine Learning

강점 • 약물-단백질의 direct한 binding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

• Drug repurposing 에 특화.
- 희귀질환 치료제를 타겟팅 함.

• 임상 2상에서 license out 하는
명확한 전략을 구사.

• 다양한 분석 방법론 보유
• 공격적인 협력라인을 구축 중.

- NVIDIA, GSK, J&J, NOVARTIS
- 전세계 150개 이상 협력라인

• 질환별 바이오마커 라이선스 확보.
(존스홉킨스대학 제휴)

• 약 물 정 보 와 유 전 체
데이터를 활용한 기계학습 분석

• 다양한 플랫폼 개발 진행
- 약물 콤비 시너지효과 예측
- 약물 반응 개선환자군 선별 등

• 희 귀 질 환 치 료 제 시 장 에
Designing Drug combination
이라는 플랫폼 제시.

• 약물 조합을 통해, 신약 개발
가능성 크게 증폭.

• 실험적 약효 검증을 통해, 약물의
early license-out 전략.

단점 • 정확한 3D 구조가 밝혀진
단백질에 대해서만 예측 가능.

• 정확한 타겟 단백질이 알려진
질병에 대해서만 진행 가능.

• 아직 데이터 생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약개발에 대한 추진력이
약함.

• 조합약물 예측 solution 없음.

• 분석 플랫폼 개발에 주력.
• 실험적 Evidence 부족.

• Genomic profile 데이터가 필수.
경우에 따라 데이터를 직접
생산해야 할 수 있음.

• 복합제 관련 IP 이슈 해결해야 함.

매출액 • Funding : $30.67M 2round

• 매 출 : $2.4B ( 다 국 적 제 약 사
프로젝트

• Funding : $14M 4round

• 매출은 확인되지 않음 .(명확한
프로젝트 결과물이 없음)

• Funding :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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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ing + Drug Combinations – CMT1A 

CMT
[Charcot-Marie-Tooth disease] 기존 치료법

근육 강화제, 진통제 등 처방

변형 교정 수술이나, 근육 강화
위한 재활 훈련

<CMT 환자에게 행해진 관절 교정술>

CMT patients 2,800,000 (1:2,500)

6:4
Ratio

PMP22 
duplication

Other

1,516,208

대전

634,274

제주도PMP22 duplication

1,800,000

PXT3003

3개의 약물조합으로 개발

Baclofen: 경련치료제

Naltrexone: 약물중독 치료제

D-sorbitol: 당뇨병 환자의 감미제

“CJ 이재현·이미경 남매, 
건강 얼마나 안 좋나”

기존 약물을 복합해 새로운 약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임.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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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How to discover Drug Combinations 

DR.NOAH Biotech

Combinatorial Drug Design System

Knowledge SignatureStructureProteomics Genomics

Computational  Drug Combination design

[Limitation]
1. 이미 치료제로 승인이 난 약물에 한하여 분석.

2. 초기 약물 예측에 1년, 세포 약효 검증에 1년 소요. (총 2년)

3. 이에 따라, 자체 약물 개발에만 주력.

Experimental screening

[Solution]
1. 모든 화합물에 대하여 분석 가능

2. 초기 약물 예측에 3개월, 세포 약효 검증에 3개월 소요. (총 6개월)

3.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보유로, 1년에 3가지 개발 프로젝트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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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Excellency of our System 
(testing for single drug/disease prediction)

기존의 분석 기법보다 높은 예측 정확성을 보임

Input: 치료 전후의 환자 genetic profiles

Question: 어떤 질환의 치료제인가?

0

1

2

3

4

5

6

7

8

9

10

Crohn Disease Arthritis Rheumatoid Dermatitis, Atopic

S
e
n
si
ti
vi

ty
 (
%

)

General Method

DR.Noah

0

2

4

6

8

10

12

14

16

18

Alzheimers Disease

Input: 정상인과 환자의 genetic profiles

Question: 어떤 질환의 환자인가?

* 여기서 General Method란, 영국의 Numedicus등다수의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석 기법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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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 pow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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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trategy “Combinatorial Drug Design” System

Competitive
power

“ARK”

20

세계 최초/최고의 복합제 디자인 시스템 를 활용하여 3개월 안에 약물 예측가능“ARK”

② Network ③ AI

① NOTE
Databases

진행 process

1) 질환에 중요한 유전자 network를 발굴.

2) 각 network별로, 효과적인 약물들 선정.

3) 최종적으로, 모든 networks를 조절할 수 있는 복합제 조합 예측.



Novel Bio-pharmacological/Genomic DBs

3 publications

Drug 7,800

Disease 3,700

Protein 32,000

Side-Effect 1,800

TKM 260

Knowledge
An integrated bio-

pharmacological database

NOTE-R

Competitive
power 양 보다는 질 정확한 데이터만 활용한다!

NOTE-P NOTE-C

“NOT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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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문헌 정보

환자들의 유전체 변화 정보 약물 처리에 의한 유전체 변화 정보

약 300여개 질병 (약 2만여명 환자)의
유전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완료

FDA에서 승인된 약물, 임상중인 약물, 임상에 실패한 약물 등

총 2만 여개 화합물에 대한 유전체 정보 보유.



Novel Bio-pharmacological/Genomic DBs

Competitive
power

“NOTE DB” NEX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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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R

NOTE-P

NOTE-C

“Current
”

• 현재 public하게 얻을 수 있는 화합물 유전체 data들은

암세포 관련으로 편중되어 있음.

• 희귀질환 치료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신경세포,

근육세포 등에서의 약물 반응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유전체 회사와의 협업 등을 통해, 전세계 유일한

약물 유전체 DB 자체 생산•구축 하고자 함.

“NEXT”

정확한 DATA 의 ‘수집’ 경험을 바탕으로 novel DB ‘생산‘

NOTE-C

Specialized

신경세포, 근육세포 등

Public data-based

NOTE Series

NOTE-P

OD-focused

병원 유전체 회사

• 전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쌓이는 공개된 환자 유전체 데이터

확보는 그대로 유지.

• 희귀질환(OD)의 경우, 환자데이터가 거의 전무한 상황.

• 따라서, 희귀질환 국제 기구와 병원, 유전체 회사 등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직접 유전체 데이터 생산에 돌입. 특화된

유전체 DB 구축.

희귀질환
국제 기구



High Throughput Screening System

One Step Pipeline

Predicted

Drug Candidates

Research Partners 

( 한국화학연구원, MBD㈜ )DR.NOAH Biotech

Final Drug Candidate

1.3 Years

Competitive
power

약효 검증 인프라를 활용하여 1.3년 안에 최종 치료제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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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연구개발 실적
Competitive

power

<Benzthiazide의 항암제로써 새로운 가능성 발견> <GBM subtype-specific한 약물 예측 연구> <복합 항암제 예측 시스템 개발>

고혈압 치료제 -> 항암제

새로운 가능성 발견

GBM 환자 subtype별

맞춤형 약물 효능 예측

복합 항암제

예측시스템 개발 연구

24



그간의 비즈니스 진행 상황
Competitive

power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MOA 계약

25

한국식품연구원

위탁연구과제

MBD 

MOU 체결 예정 (9월내)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 멤버쉽기업 선정

• 단일 소재의 효능예측 및

복 합 소 재 개 발 을 위 한

hybrid 형 예측 시 스템을

구축하였음. (15년~진행중)

• 향후 환자들을 위한 기능성

건 강 식 품 추 천 및 직 접

개발의 요지가 있음.

• 유전체 정보와 약물 정보의

조 합 을 통 해 신 약 개 발 의

효율성과 성공 확률을 높이고자

제휴. (2017년 7월 27일)

• 향후 Asia genome 특이성과

약물 DB의 조합을 이끌어 내어

Novel 한 DB를 생성키로 함 .

(Illumina inc. 의 GSA 컨 소

시엄의 주요사업파트너)

• 3D Cell Culture 에 대 한

개 별 적 인 특 허 기 술 을

확보한 기업. (SMC, Eli Lilly

등 납품 및 validation test

완료)

• ‘ARK’ 로 도출된 화합물을 3D

Cell Culture 로 Screening

진행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 험 적 인 evidence 결 과

도출.

• 김광록 PhD (신물 질기반

기술연구센터 ) 와 디딤돌

사업 공동연구과제 진행.

• 신경세포를 이용하여 다년간

연구를 진행한 경력.



Commercialization proces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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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귀질환 Projects 2 3Novel한 genomic DB Global 제약사와 희귀질환
치료제 공동개발

PROCESS 제약분야 과정

1) 최소 3개 이상의 희귀질환 파이프라인

보유 목표.

2) 복합제 관련 IP 문제 해결책 모색

① IP 만료 약물 활용

② 약물 합성을 통한 IP확보 등

1) 희귀질환 국제기구, Genomic 회사,

병원 등 과의 연계를 통해 환자

genomic DB 확충.

2) 전세계 최초로 희귀질환 용 화합물

유전체 데이터 생산 및 보유.

3) 시스템 업그레이드 & 회사가치 상승

1) Phase 2 License-out 전략을 진행하여,

global 기업으로 성장.

2) Up-front와 royalty 계약으로 운영

안정화

3) 10개 이상의 희귀질환 파이프라인

보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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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건강기능식품분야 과정

한국식품연구원

효능 예측 시스템 구축

개별인정형 개발경험이 있는

건강기능식품개발사와 파트너 협업

“제약분야 Project와 관련 있는

‘신경세포’, ‘근육세포’ 활성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 진행



BM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가능

Fail한 약물의 효능 증대를 위한
partner 약물 예측

최적의 조합 항암제 개발기존 약물의 새로운 기능 예측

복합형 건강 기능 식품 개발

양약과 한의약 조합

천연물 신약 개발

Computational 

Drug Combina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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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

CEO

이 지 현 박사

Data management
(연구개발전담부서)

사업 개발 Advisor

박경미 (연구소장)

임서영 (전임요원)

박효순 (팀장)
오영선 박사

Baylor College of Medicine
Houston, TX, US

신현정 교수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AI 전문)

안태진 교수
한동대학교

CSO

University of Manchester, Bioinformatics (BSC)

Seoul National University, Pharmacy (Ph.D)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MEMBER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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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딘가에 있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약을 만들자.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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