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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신약개발 성공 노하우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세상에 소외받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를 연구개발하여, 

희망과 행복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나누겠습니다.

DISCLAIMER

본 자료에 포함된 주식회사 티움바이오 (이하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성과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향후 매출계획 등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추정에 기인하여 성장 가능한 목표치를 경영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F’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위 ‘예측정보’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현상은 미래의 경영실적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표들은 현재의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목표 및 방침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 및 투자환경, 회사의 전략적 목표수정에 의하여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투자설명서 및 회사의 공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자료에 열거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므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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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dentity

희귀난치성
질환영역 특화

경쟁우위를 가진
희귀난치질환에 집중하여

R&D 효율성 및 성공 가능성 증대

자궁내막증 치료제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
.
.

합성·바이오
신약창출 시스템

치료 Target 범위의 확장 및
Target Product Profile

구현 확률의 증가를 통한 Synergy

글로벌 허가 신약
연구 이력

사업화 가능한
차별화된 연구영역과
글로벌 파트너 선택

AFSTYLA 개발 연구진
(SK케미칼 시절, CSL에 기술수출 후 신약 허가 득함) 

글로벌인지도를보유한희귀난치질환치료제연구개발회사

저분자
합성신약

바이오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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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pany Overview

이해관계자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티움바이오

대표이사 김훈택

설립일 2016년 12월 6일

자본금 103억원

사업영역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임직원수 36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홈페이지 www.tiumbio.com

시장가치를 창출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제약/바이오 기업

비전

합성 및 바이오 신약
Super Excellent 
Team 보유

핵심 역량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통한 인류의 행복

미션

회사와 구성원의 공동 발전,
소외받는 환자가 없는 세상

기업 문화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티움바이오



52019 IR 요약본 _ 

신약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티움바이오

3. 사업화 실적

설립 3년 내 3개 파이프라인 라이선스 아웃 진행

5

미국 암센터 내 위치한 암치료제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텍

84년 전통의 글로벌 호흡기질환
전문 연구개발 제약사

2018년 매출 약 2.3조원

61년 전통의
코스피 중견제약사

2017
2018

2019

2016

AgonOx 사와
Option Agreement 체결, 
본계약 추진 중

TU2218
(면역항암제)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사
Chiesi 사에 7,400만 달러
규모 기술 이전

TU2218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

대원제약에 국내 License 
40억원 규모 기술 이전

TU2670
(자궁내막증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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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가시화된 핵심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목표질환 2019 2020 2021 2022 2023

TU2670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TU2218

특발성
폐섬유증

(IPF)

면역
항암제

TU7710 혈우병
(우회인자)

SM
A

LL M
O

LEC
U

LE
B

io
lo

gics

대원제약 국내 L/O 및 자궁근종 임상 2상 개시 예정

임상 1b상 유럽(獨) 임상 2a상 유럽 임상 2b상 해외 임상 3상 해외

전임상/임상 시료 생산 임상 1상 유럽 임상 2상 글로벌

전임상/임상 시료 생산 임상 1상 미국 임상 2상 미국

임상 2상 해외임상 1상 해외임상 시료 생산CMC/전임상



72019 IR 요약본 _ 

신약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티움바이오

5. Investment Highlight

검증된신약창출시스템으로

차세대앱스틸라와같은

Novel한신약후보물질지속발굴

특화된전문성을바탕으로

희귀난치질환에집중하여

성공가능성증대

설립 3년내 3개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수익발생으로

L/O역량증명

FDA승인신약연구개발및

사업화경험을축적한

핵심연구진보유

"Big Pharma가주목하는"

TGF-β 저해기전면역항암제

L/O Deal 추진중

'Best-in-Class'를목표하는

자궁내막증신약후보물질

글로벌임상 2상진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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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Innovation for Ultimate health of Mankind

8

인류건강을위한진정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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