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th of May, 2008

대표이사 박순재

본사 대전

IPO KOSDAQ: 196170 (2014년)

2008년 5월 회사설립

2010년 6월 박순재 대표이사 취임

2014년 12월 코스닥시장 상장

2018년 6월 자회사 신규법인 설립
(주식회사 세레스 에프앤디)

Subsidiary ►Ceres F&D Inc.
(KGMP 공장/cGMP 준비)

- Teicoplanin

- Tacrolimus

- Everolimus

창립일 연혁

►Altos Biologics Inc

- Eylea Biosimilar



ALTEOGEN’s Business Domains

Platform Provider for Biobetter Drugs





Development of NexP™ Fusion Technology – Long acting Biobetter





ADC technology



NexMab™ : 위치 특이적 접합 기술개발



ALT-P7: Anti-breast/Anti-gastric cancer ADC



ALT-P7: Anti-breast/anti-gastric cancer ADC



Future Plan of ALT-P7

✓ Kadcyla®, the first Her2 targeted ADC, sales is more than US$ 1B

✓ ALT-P7 is expected to be the third line Her2 targeted ADC 

Market situation

Key for Success in the market

✓ Achieving the unmet medical need :Efficacy and Safety

✓ Step wise approach: Moving to 2nd line Her2 targeted ADC

Combination Therapy of ALT-P7

✓ Immune check point Inhibitor 혹은 타 항암제와 병용투여 요법으로 신규 시장 창출





바이오의약품의 약물 전달 방법



Human Hyaluronidase를 이용한 항체 치료제의 피하 주사



히알루로니다제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한 피하주사 제형 판매 이력





ALT-B4 : Novel Hyaluronidase HybrozymeTM Technology 



ALT-B4 : In  vivo Study - Bleb Size measurement with mini pig



ALT-B4 : 라이센싱 전략







Biosimilar Market 분석 및 전략



ALT-B4를 이용한 차별화된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1)



ALT-B4를 이용한 차별화된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2)



ALT-LS2 : Herceptin SC  바이오시밀러 개발



ALT-L9 : 황반변성 치료제, Eylea® 바이오시밀러 개발



ALT-L9 : Competitive Edge



ALT-L9 : 사업화 전략



1. 100% 자회사 (Altos Biologics) 에서 Global 임상 수행

2. EU 시장의 아일리아 물질특허 만료 시 판매 개시

3. PFS (pre-filled syringe) type 으로 개발하여 시장 확대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1.4Q~2024.2Q

• 글로벌 임상 3상

2024.3Q~2025.2Q

• EMA 허가 2025.3Q~

• EU market 

판매 개시

2024.2Q

• 상업화 계약

- pre-marketing

[ Timeline and Key milestones ]

2020.3Q~2021.2Q

• 자회사 L/O 계약

- 임상/판권 부여
- 투자 유치
- 임상 준비

ALT-L9 : 개발 Timeline



Alteogen 발전 전략: Platform Provider로서의 모습



www.alteoge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