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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기업
주식회사 브이원바이오
2022.02

KIT 어깨동무 소개자료

환자의 미충족 수요에 대응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치있는 치료제 개발

브이원바이오 (V1bio Inc)는
원헬스 기반으로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LBP; Live Biotherapeutic Product) 을
연구하는 신약개발기업입니다.
건강하고 가치있는 원헬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브이원바이오 (V1bio; Valuable One Health + Biome)은
동물, 환경, 사람으로부터
유용 미생물을 발굴하여 항암 및 면역분야의
혁신적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물-환경-사람으로 연결되는 건강한
원헬스를 선도하는 바이오 생태계 주도

독자적 연구 플랫폼 고도화로 개발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기술사업화 성공을 통하여,
보다 빠르게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용 미생물 발굴 플랫폼을 통한
지속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사업화

원헬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혁신적 항암,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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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정보 (2022.02 현재)

■ 주요 연혁

회사명

주식회사 브이원바이오

2022. 01.

중기부 사내벤처 포스트 실증지원 사업

소재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B동 708호

2021. 1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설립일

2021. 5. 20.

2021. 11.

벤처기업 인증

대표자

김일환

2021. 11.

투자유치 (대웅제약)

6명 (연구개발 5, 경영지원 1)

2021. 09.

투자유치 (슈미트)

https://v1bio.me

2021. 05.

주식회사 브이원바이오 설립

인원
홈페이지

원헬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플랫폼 : VMPioneer
특허출원 : VA102 및 함유 항암용 조성물

(중기부 사내벤처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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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ursue new drugs for human diseases
by searching gut microbes from healthy animals
■ 핵심인력

CEO
김일환 DVM, PhD(c)

CTO
임종환 DVM, PhD, DKBT, DABT

기술자문
김현범 DVM, PhD, Professor

신약연구개발 경력 > 20년
신약프로젝트리딩 및IND경험 다수

신약연구개발 경력 > 20년
미국독성전문가, 신약평가 IND경험 다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경력 > 15 년
마이크로바이옴 과제 기획및과제수행

前) 화학연구원 연구원: 신물질, 신약평가
前) CJ제일제당 선임연구원: 신약평가,GLP책임자
前) 대웅제약 팀장: 신약PL, 의약평가, 신약사업

前) 동부팜한농 연구원 : 신물질, 신농약개발
前) 휴온스 팀장: 신약및마이크로바이옴 평가
前) Kmberly-Clrak 수석연구위원: 제품 평가

現) 단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 부교수
前) 미네소타대학교 연구원: 마이크로바이옴 감영
前) Turfs 대학 교연구원: 마이크로바이옴 면역

■ 마이크로바이옴 (개 vs 사람), 중개의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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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pioneer in utilizing revolutionary microbe as medicine

■ 파이프라인

■ 플랫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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