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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회사명

(주)웰니스바이오

대표자

서승현

설립일

2018. 08. 31.

근로자수

5명 (연구개발4, 관리1)

자본금

6.5억원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지식재산권

⎾15-케토 프로스타글란딘 E2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암 치료용 약학 조성물⏌
(10-1950386)

⎾남성 성기능 장애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10-2187956, PCT/KR2019/017959)
⎾노니 추출물 또는 이로부터 분리한 스코폴레틴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통풍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10-2019-0009994, PCT/KR2019/017960)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개선,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10-2020-00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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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인증 현황

• 기업부설연구소 (2018.11.0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2019.04.08. 특허청)
• 성과공유기업 (2019.04.16.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 (2019.09.10. 기술보증기금)
• 인재육성형중소기업 (2020.01.01. 중소벤처기업부)
• 가족친화기업 (2020.12.01. 여성가족부)

정부과제/지원

• 중기부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2019.06~2020.05)

• 중기부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2019.07~12)
• 농림부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 (2020.01~2022.01)
• 중기부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사업 (2020.05~11)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창업과제 (2020.07~2022.07)
• 산통부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020.09~12)
• 경북테크노파크 마일스톤형 기업지원사업 (2020.09~2021.02)
•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바이오 미래혁신선도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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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line
구분

D101

적응증

소재

R&D

Clinical
Efficacy Pretest clinical Phase1 Phase2 Phase3

삼중음성유방암 15-Keto PGE2

D102

대장암

15-Keto PGE2

D201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육두구 추출물

D202

간암

육두구 추출물

D301

아토피

애엽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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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방향
SWOT 분석 및 전략 방향
내부
역량
외부
환경

전략
방향

Strengths
•
•
•
•
•

소수정예인력 / 강한 유대감
고부가가치 천연물 소재
명확한 약리기전
저비용 고효율의 공정기술
Niche Market 특화

Weaknesses
•
•
•
•

연구 전문인력 / 장비 부족
창업기업으로서 자금 부족
생산기반 부재
영업조직 부재

Opportunities

SO 전략 : 적극적 전개

WO 전략 : 국면 전환

• 고령사회 심화로 의약품 시장
지속 확대
• 15-Keto PGE2 혁신신약 Track
• 천연물 유래 신약 개발 여지 큼
• 바이오 관련 정부지원 및
투자기관 관심 확대

• 항암제 및 천연물 신약 개발 집중

• 단계별 자금조달

Threats

ST 전략 : 다각화

WT 전략 : 회피 또는 극복

• 제품 안전성 규제 심화
• 장기간의 개발소요기간
• 막대한 개발소요비용

• 특허 출원 확대

• 개발비용의 합리적 관리

• 개발비용 중복 최소화

• 개발일정관리 집중

• 개발방향
• 연구개발투자 확대
- 신약 & 건강기능식품 병행 개발
- 핵심 소재 적용분야 확대
• 연구 / 임상 전문인력 확충
• 정부R&D지원사업 수혜 확대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