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tekaBio

1. 회사소개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AI 신약개발 기업, 신테카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In Silico

AI 플랫폼

신약 개발 프로세스 혁신

면역항암제 위주 파이프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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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사소개 및 연혁
신테카바이오는 2009년에 설립되어 201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유전자 검사 전용 슈퍼컴퓨팅’ 기술을 출자 받은
바이오 벤처 회사로,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 기술과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고성능, 고효율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유전체 분석과 대량의 바이오 데이터를 관리, 분석할 뿐 아니라,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기업, 연구소, 병원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신약개발 및 임상연구 지원 등의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신약개발에 AI를 활용해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항암제 바이오마커 발굴, 유전체 정밀의료 서비스 등 IT+BT+DT를
접목한 AI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업화 및 치료제 개발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유치
2016~2019

Big data 인프라 구축
2009~2015

2020
2016

2009

회사 설립
벤처기업 인증

2011

차세대맞춤의료 유전체사업단 수탁연구

2014

ETRI 마하슈퍼컴퓨팅 기술이전

2020~

JP모건 컨퍼런스 초대기업 선정(2년
연속)

카이노스메드 공동연구

레코켐바이오 공동연구

2017

CJ헬스케어 공동연구

STB-C017 AACR 초록 발표

2018

JW중외제약 공동연구
인하대병원 정밀의료 서비스

2019

2021

JP모건 컨퍼런스 초대기업 선정(3년
연속)
한미사이언스 신약 임상개발 협력

세브란스병원 정밀의료 서비스
JP모건 컨퍼런스 초대기업 선정

2016

시리즈A 투자유치 (60억)

2018

시리즈B 투자유치 (120억)

2019

시리즈C 투자유치 (197억)

예정

개인맞춤형 Neo-Antigen
신약개발공동연구 개시

IPO 공모금액유치 (192억)
3

SyntekaBio

1-2. 미션 & 비전
Mission

Vision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신약개발 회사

원천기술

모두에게 최상의 건강을 찾아드리는
생명정보학 회사

양질의 Big Data

다수의 인실리코 & 유전체 분석
원천기술 보유

단백질·화합물 Big Data와 유전체 Big Data의 통합
국내외 공동 연구 참여로 다양한 질환의
유전체데이터 축적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AI알고리즘 정확도

GPU 기반 딥러닝 & 슈퍼컴퓨터 기반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다양한 협업사례로 성능 검증
지속적 실험검증을 통해 알고리즘 향상

신테카바이오 AI신약개발 솔루션의 확장성

합성신약 + 바이오신약

다양한 신약
modality

신약개발
전주기

후보물질 발굴 + 임상시험
+시판 후 약물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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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재산권 및 인증·논문

48

21

20

10

6

등록특허

출원특허

국책과제

SCI논문

프로그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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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플랫폼 : 기반기술 - 유전체 Big Data / 인실리코 & 인공지능

SyntekaBio

4-1. 비즈니스 모델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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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I 합성신약 개발 솔루션, DeepMatcher® ⑴
DeepMatcher® – AI 플랫폼 적용으로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 가속화
DeepMatcher® 는 AI와 GPU 및 슈퍼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10억 종에 달하는 수많은 화합물을 AI로 미리 스크
리닝하여 주어진 타겟 단백질에 가상으로 결합시키고, 결합여부를 예측하는 신테카바이오만의 독자적인 기술.
연구자에게 최적의 신약후보물질 군을 제안하고, 합성해야 할 물질 수와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축소시켜준다.

기존 Discovery
프로세스

타겟

선도물질

유효물질

최적화

전임상 개발

• HTS로 ~100,000 종 화합물 실험적 검토
• 독성 · off-target 문제로 다수의 시행착오 발생

DeepMatcherTM
기반 Discovery

타겟

유효물질

선도물질

최적화

전임상 개발

현재 후보물질 탐색단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인 고속대량탐색기술(HTS, High Throughput Screening)은 주어진 타겟
단백질의 활성 변화 또는 세포 형질 변화를 야기하는 물질을 대량의 화합물 라이브러리로부터 신속하게 탐색하는 기술. 후보물질 탐
색 단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나, 고비용으로 인해 대형 제약사 이외에는 접근이 제한적이며, 광범위한 화합물 구조의 다양성
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음.

DeepMatcher®로 10억 종의 화합물을 미리 스크리닝하게 되면 연구자 또는 협력사는 HTS 수행 없이도, DeepMatcher®가

제시하는 수십 종의 선별된 물질을 대상으로 실험 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유효물질 발굴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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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I 합성신약 개발 솔루션, DeepMatcher®⑵
DeepMatcher® – 3차원 구조기반 예측으로 정확도 향상
DeepMatcher®는 AI와 GPU 및 슈퍼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10억 종에 달하는 수많은 화합물을, 주어진 타겟 단백질에
가상으로 결합시키고, 결합여부를 예측하는 신테카바이오만의 독자적인 기술. 연구자에게 최적의 신약후보물질 군을
제안하고, 합성해야 할 물질 수와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축소시켜준다.
신속성·정밀성↑ ▷ 경쟁력확보
•
•

타겟단백질과 약물이 결합하는 실제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3차원 결합구조를 시뮬레이션하고, 구조의 유연성을 고려
하였다는 점에서 타 기술 대비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음
타겟과 화합물의 1차원적 특성정보, 2차원 거리 정보, 3차원 구조상에서의 결합적 특성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단계적 스크
리닝을 수행하고, GPU와 슈퍼컴퓨터 등 고성등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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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I 바이오신약 개발 솔루션, NEOscan™ ⑴
NEOscan™ – 항암백신 신생항원** 발굴
NEOscan™은 신테카바이오가 개발한 딥러닝 기반 신생항원 예측 솔루션으로, 개별 암환자의 유전체 데이터를 시작
점으로 하여 정상조직에는 없으나 암에만 존재하며, 해당 환자의 면역타입에 맞는 암 신생항원 펩타이드 후보를 선
정하는 기술. 개인맞춤 치료용 항암백신 또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에 활용. (신생항원 기반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이며, 유
전체 분석&딥러닝의 융합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

암환자마다 다른 신생항원의 신속, 정확한 예측으로
완전 개인맞춤 면역항암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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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AI 바이오신약 개발 솔루션, NEOscan™ ⑵
NEOscan™ – 항암백신 신생항원** 발굴
NEOscan™은 다양한 실험과 협업사례로 신생항원 예측 정확도를 검증 받았으며, 세계적인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또한 3차원 결합구조의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적용으로 정확한 신생항원 선정의 핵심 요소이자 마지막 관문인 ‘면
역반응 유도 가능성 예측＇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예측모델을 사용해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NEOscan™ 기반 항암백신·치료제 개발 확장성
DNA에서 세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백신·치료제 개발 기술과 결합 가능
완전 개인맞춤 (private 신생항원) 또는 off-the-shelf(shared 신생항원)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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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밀의료 서비스 솔루션, NGS-ARS™
NGS-ARS™ – 유전체 정밀의료 서비스
NGS-ARS™는 환자 유전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정밀진단(유전성 희귀질환의 경우) 및 표적치료제 가이드
(암환자의 경우) 등 임상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전변이 정보 또는 맞춤 치료제 추천 정보를 전문의에 제공하
는 시스템
- 의료기관 내에 직접 설치되어, EMR(전자의무기록) 및 다른 검사 결과와의 연계, 환자 데이터 보안 유지 등 여러 이점 보유
- 축적된데이터를신테카바이오의유전체분석기술과인공지능신약개발기술을적용하여임상연구에활용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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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솔루션 적용 사례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개발 솔루션 DeepMatcher®, NEOscan™, GBLscan™을 통해 CJ헬스케어, 레고켐 바이오사
이언스, JW중외제약, 카이노스메드 등의 제약사와 다수의 AI 신약개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
브란스병원, 인하대학교 병원 등에 암·희귀질환자 유전체 데이터 자동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J헬스케어(현HK이노엔),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와협업



6개월만에면역항암제후보물질IDO/TDO이중저해제STB-C017도출



코로나19신약재창출후보도출



JW중외제약, 카이노스메드와협업

(바이오마커 발굴)



여의도성모병원,고대안암병원등임상의와공동연구

NEOscan™



대학병원과의 협업을통해플랫폼정확도검증및공동연구수행 중

NGS-ARS™



세브란스병원및인하대병원에정밀의료분석센터공동구축및분석서비스제공중

DeepMatcher®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

GBLscan™

(신생항원 예측)

(병원 정밀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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