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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고통이 없는
행복한 세상아리바이오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웃는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리바이오는 그들에게 건강한 삶과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주고 싶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아리바이오는 오늘도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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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Leap

우수한 신약개발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를 향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매일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강한 삶과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 2010년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리바이오는 신약개발 전과정에 걸친 연구진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동안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2021년, 제2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Mission
신약개발을 통해 인류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그리고 행복에 기여한다
의학적 요구가 높은 질병치료를 위한 신약개발
난치병 치료제 개발은 그 과정이 험난하고,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분야입니다.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아리바이오는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합니다.

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새로 개발된 신약은 그 고유의 장점이 있는 반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리바이오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필요한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배려와 존중이 담긴 바른 상생관계 형성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선입관과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바른 상생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맑고 건강한 시선을 가져야만 진정으로
환자들에게 중요한 질병을 연구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에 꼭 필요하고
이로운 신약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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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걸어온 길은
신약개발의 새로운 길이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
그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아리바이오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리바이오는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꿈의 시작

꿈의 날갯짓

꿈의 비상

파이프라인 확보 단계

개발 파이프라인 선정 및 전임상 개발 단계

임상 개발 단계

2010~2011

2013~2016

2017~2020

2010

2013

2017

(주)아리메드 법인설립
기업부설연구소 KOITA 인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아리바이오 법인 상호변경
AR1001 (알츠하이머 치료제) 전임상 연구

AR1001 (알츠하이머 치료제) Pre-IND Meeting (미국 FDA)

2011

2014

AR2001 (패혈증 치료제) In-Licensed
AR1001 (치매 치료제) In-Licensed
전임상연구소 설립

Marine Bio 연구소 KOITA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Bio Cosmetic 연구소 KOITA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임상과학연구소 KOITA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천연물연구소 KOITA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2
AR3001 (비만치료제) In-Licensed

2015
AR2001 (패혈증 치료제) 전임상 효능실험 완료

2016
AR2001 (패혈증 치료제) GLP 독성실험 완료
AR3001 (비만 치료제) GLP 독성실험 완료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알코올성 간손상으로부터 간보호) 개별인정
동국대 약대 의약품 개발 종합연구소와 업무협약 (MOU)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제2016-608호,산업통상자원부)

AR1001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2상 시험 IND 제출 (미국FDA)
의약바이오 제품/기술 부문 우수기술기업 인증 (NDB-2017)
올해의 벤처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2018
AR1001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2상 시험 IND 승인 (미국FDA)

AR3001 (비만 치료제) Pre-IND Meeting (MFDS, 임상1상 면제)
ARI-JE (자음강화탕) 신규기능성소재 NDI 승인 (미국FDA)
미국지사 설립 (San Diego, USA)
ARI-BJ (보중익기탕) NDI (신규기능성소재) 승인 (미국FDA)
ARI-YM (육미지황탕) NDI (신규기능성소재) 승인 (미국FDA)

2019
AR2001 (패혈증 치료제) 임상1상 시험 Pre-IND Meeting (미국FDA)
댕댕이열매추출분말 (비알콜성 간 손상으로부터간 보호)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AR1001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2상 시험 투여기간 연장 승인 (미국FDA)
아주대학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과 치매치료제 개발 업무협약 (MOU)

2020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치매치료제 공동연구 협약
바이오톡스텍과 치매복합치료제 공동개발 협약
AR2001 (패혈증치료제)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선정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AR1002 (치매 치료제) In-Licensed (Columbia University)
AR1001 (알츠하이머 치료제) 미국 임상 2상 환자 모집 완료
ARI-PM (팔물탕) NDI (신규기능성소재) 승인 (미국FDA)
AR1001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다중기전 연구결과 발표(국제 AAIC 2020)
AR3001 (중증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박멸 효능 확인
세브란스병원과 치매치료제 및 신약개발 공동연구 업무 협약 체결

ARIBIO
New Drug
Development
Platform

차별화된 신약개발
플랫폼을 통해
난치병 치료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신약개발
아리바이오는 혁신적인 신약개발 플랫폼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난치병 치료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전문인력과 시스템,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임상 프로세스 관리 조직을 기반으로
퇴행성 뇌질환, 감염성 질환, 천연물 의약품 분야에 대한
신약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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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Rapid and Integ rated Drug Development

아리바이오의 신약개발 플랫폼은
높은 성공률, 저비용,
신속한 개발을 실현합니다
아리바이오는 차별화된 기술개발 플랫폼을 구축 ·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소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으로 대학, 연구기관, 제약사의
다양한 후보물질들을 평가 · 개발하고 있으며,
독성평가 및 천연물 전성분 분석시스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미국 FDA 임상 허가 프로세스 관리조직 등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약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리바이오는 의학적 요구가 높은 난치성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ARIDDTM 는 후보물질의 평가 및 선정부터 개발 전략의 수립과
상업화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일원화한 통합신약개발 시스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성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ARIDDTM 신약개발 플랫폼을 통해 높은 성공률, 저비용, 신속한 개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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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BIO Organization

우수한 맨파워 보유아리바이오의 오늘을 보면
눈부신 내일이 보입니다

아리바이오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실행 중심의 팀 조직과
최고의 인재들이 아리바이오의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가치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 사랑을 품은 따뜻한 사람!
아리바이오는 작은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열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리바이오의 희망은 사람입니다.

아리바이오 조직도

신약개발 역량

대표이사

본부장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개발부문)

(경영부문)

(연구부문)

(미국지사)

바이오SC팀

경영관리팀

플렛폼개발팀

글로벌임상개발팀

바이오메디칼팀

재무회계팀

연구기획팀

글로벌인허가팀

마린바이오팀

홍보마케팅팀

약리효능팀

개발생산팀

바이오분석팀

바이오팀

뇌과학연구센터(N.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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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신약개발 경력 보유 뛰어난 신약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미국 지사의 FDA인허가팀과 함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력

글로벌 인력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자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하여 미국 FDA 임상을 기준으로 신약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개발 경험을 축적한 각 질병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들을 포함해 신약물질의 발굴에서 허가에 이르기까지

특히, FDA 임상 허가 프로세스 관리 조직을 운영해 임상과 허가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약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약개발의

미국 지사에서 직접 임상을 관리하여 효율적인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신약개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준비와 뛰어난 역량으로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 받겠습니다.

신약개발 전문가

글로벌 인허가

총괄

정재준

Jaijun Choung

신약연구소 소장

이진설

JinSeol Lee

천연물연구소 소장

강승우

Seungwoo Kang

바이오연구소 소장

서보승

St. Louis College of Pharmacy

		

Mark W. Lots

인허가부문 30년 경력, at Elan, Isis, Amylin and Abbott Laboratories		
		
글로벌 임상개발

MSc in Physiology

		

James Rock

임상개발부문 20년 경력, at PAREXEL International,

Boseung Seo

MARET Pharmaceuticals, Santarus Inc, MPEX		
전임상 전문가

전임상연구소 소장

구세광

Saekwang Ku

글로벌 법무

Harvard Law School		

Joe Sollee

現 Bio General Counsel, PLLC, 대표변호사, Involved with Johnson & Johnson,
임상 전문가

임상연구소 소장

김종규

Jongkyu Kim

Abbott, Merck, Roche, Novartis, Schering Plough and many others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지고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

ARIBIO
DRUG
DEVELOPMENT
PIPELINE

아리바이오는 퇴행성 뇌질환, 감염성 질환, 천연물 의약품 분야에서
축적된 신약개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 신약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리바이오의 자체적인 R&D 시설 및
인력 활용 뿐만아니라, 차별화된 신약개발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역량있는 기업, 공공 연구기관, 학계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신약개발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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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ipeline

Out-Licensing Strategy

혁신적인 글로벌 신약개발의 꿈독보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뤄 나갑니다

효율적인 상업화 전략 수립 –
전략적인 개발로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PIPELINE

상업화 전략

현재 아리바이오의 MAIN PIPELINE으로는 치매치료제 AR1001, 패혈증 치료제 AR2001,

3개의 MAIN PIPELINE을 대상으로 상업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AR3001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AR1001의 임상 2상, 곧 개시 될 AR2001의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하고,

AR1001은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기술이전 및 IPO 수익으로 각 파이프라인의 임상 시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선 순환적 구조입니다.

AR2001과 AR3001 모두 임상 진입 직전 단계입니다.

MAIN PIPELINE의 기술이전 및 파트너링을 통해 차세대 후보물질 도입으로 확장되는

MAIN PIPELINE의 3가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향후 퇴행성 뇌질환 사업부, 감염 질환 사업부,

PIPELINE의 개발 예산을 확보하여 의학적 요구가 높은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천연물 사업부 기반 시스템의 파이프라인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차세대 후보물질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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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1OO1

AR1001 개발 전략
치매
치료제

미국 FDA 알츠하이머 병 임상 2상–
치매를 넘어 퇴행성 뇌질환 분야로
개발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AR1001
세계적으로 치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치매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8.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2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차세대 약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R1001의 성공적인 개발을 바탕으로 퇴행성 뇌질환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AR1001 Target Product Profile
특징

합성신약, BBB 투과, Brain 내 농도 유지

적응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뇌졸중, 파킨슨 병, 루게릭 병

타깃 및 작용 기전

다중 작용기전으로 CREB과 Wnt 신호전달체계 및 오토파지 활성화

효능

신경세포의 사멸 억제 및 생성 촉진, 시냅스 가소성 증진, 뇌혈류 증가를 통한 기억력 증진 및 인지기능 향상

안전성

장기 전임상 실험과 임상1상 실험을 통한 안전성 확보

특장점

합성 신약
신경세포 재생과 기억력 회복에 관련된 다중 기작 활성화를 통하여 치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효과와 증상 개선 효과를 기대

개발단계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미국 FDA 임상 2상 진행중

AR1001의 신경세포 회복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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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2001 개발 전략

AR2OO1

패혈증
치료제

패혈증 사망인구 연간 20만명AR2001을 통해 패혈증 완치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AR2001

CLP 유도 사망에 대한 AR2001 (LPC)의 보호 효과

패혈증은 미국의 10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며 연간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연간 증가율은 6.1%로서 2021년 이후 세계 시장이 9조원 이상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AR2001은 동물실험을 통해 급성 패혈증에 대한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항생제 병용투여 시 그 효과가 더욱 컸습니다.
임상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미국 임상 1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AR2001 Target Product Profile
특징

저분자 물질, First-In Class

적응증

패혈증 또는 중증 패혈증

타깃 및 작용 기전

G2A 수용체와 아데노신 수용체에 작용하여 염증반응 억제 및 호중구의 식균작용 강화

 AR2001 (LPC)의 투여군에서 용량 의존적으로 CLP (Cecal Ligation and Puncture) 유도 마우스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CPA-CLP 마우스 모델에서 자이그리스와 약효 비교
Groups
효능

중증패혈증과 가장 유사한 동물모델에서 우수한 생존율 증가 효과

안전성

인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로 동물 독성시험에서 큰 부작용이 없음

특장점

명확한 타깃 분자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항생제와 병용 투여 시에도 탁월한 치료 효능을 보임

Controls

Xigris

CPA-CLP

2mg/kg

10mg/kg

5mg/kg

1mg/kg

100%

100%

100%

100%

100%

1

40%

60%

80%

70%

80%

2

0%

40%

70%

60%

40%

3

10%

50%

40%

10%

4		

10%

60%

30%

0%

total (10days)

0%

0%

0%

0%

At CLP

AR2001

Days after CLP

개발단계

2019년 5월 미국 FDA Pre-IND 미팅 IND 신청 준비 중

0%

 면역억제제 (CPA)를 투여하고, 맹장 결찰 천공 (CLP)을 한 마우스 모델을 대상으로 약물 (AR2001)을 투여한 후 생존율을 확인한 결과,
기존 패혈증 치료제 자이그리스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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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3OO1

AR3001 개발 전략
비만
치료제

우수한 항비만 효과 확인천연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겠습니다.

한방 탕제 및 홍삼

추출·농축

AR3001
기존 비만 치료제들은 편의성이 낮거나 장기 투여에 의한 심한 부작용이 있어 환자들이 복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AR3001은 천연물인 호장근 추출물로 안전성이 보장되며, 체중 감소, 지방세포 크기 감소, 간 중성 지방 감소 등

AR3001의 효능

항비만에 우수한 효능을 지닙니다. 국내에서 임상 2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AR3001 0.1%
AR3001 1%

한방 엑기스

AR3001 Target Product Profile
특징

천연물 의약품, First-In Class

적응증

비만 치료제

타깃 및 작용 기전

췌장 리파아제 활성 억제 백색 지방세포 PDE3B 억제

효능

지방 소화 및 흡수 억제 지방 분해 촉진

수분건조분사

 High Fat Diet 랫드에서 AR3001 투여시 현저한 체중감소를 보였으며,
용량 의존적으로 지방세포의 크기 및 간의 중성 지방 감소 효능을 확인하였습니다

100% 농축환
안전성

특장점

동물에서의 장기 투여 독성시험 결과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

천연물 신약으로 합성 신약과 달리 부작용이 낮음
지방 흡수 억제와 지방분해 촉진의 다중 작용 기전으로 우수한 효과
원료의 전성분 분석 (Finger Printing Analysis)을 통한 정확한 품질 관리 가능

개발단계

독성 평가 결과
시험종류

동물종

시험결과

예비 단회 투여 독성

랫드

Lethal Dose: >2000mg/kg

예비 13주 반복 투여 독성

랫드

최대 내약 용량 : >2000mg/kg/day

예비 4주 반복 투여 독성

비글견

최대 내성용량 및 무해용량 : >2000mg/kg/day

GLP 26주 반복 투여 독성

랫드

독성 없음

GLP 13주 반복 투여 독성

비글견

독성 없음

국내 임상 2상 IND 신청 준비 중
 AR3001은 예비 독성 평가 결과 독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GLP 독성 시험 결과에서도 랫드 26주 반복 독성 시험과
비글견 13주 반복 독성 시험에서 독성이 거의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응용제품

캡슐제형

다양한 사이즈의 환

당신과 함께 꾸는
우리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됩니다
아리바이오의 꿈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꾸는 간절한 꿈입니다.
그들을 위해
아리바이오는 결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 높이 날아오르는

Dream
Come True

아리바이오의 힘찬 비상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