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발행 보통주식 수
26,808,493주

기타 76.1% 최대주주 12.1%

녹십자 6.1%

바이오써포트 5.7%



당사는 2017년 1월 코스닥 상장 이후 지속적인 매출 및 이익 성장과 함께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술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의약품 개발 및 선진시장 진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지속적인 매출 성장, 이익 확대

- 19년 매출 331억원

- 19년 영업이익 98억 원

• 국제방역 네트워크 보유

빌게이츠재단 / UNICEF

GAVI / WHO / IVI

• 플랫폼 기술확보

- EuVCT (접합백신)

TCV, PCV, MCV

- EuIMT (면역증강 기술) 

PCV

• 미국시장 진출

POP Bio 출자 및 JV설립

(SANP 기술 확보)

• 프리미엄 백신 개발

(EuIMT+SNAP)

- RSV, 대상포진, 알츠하이머

- 코로나19 백신 개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회사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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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즈 (단위 : 만)

콜레라 백신 공급량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 현재 공급 가능량 : 2,500만 도즈 / 년

* 게이츠 재단의 다각적인 지원 및 협력

1. 제 2공장 2,500만 도즈 추가 증설 지원

2. 콜레라백신 재조성(reformulation)에 대한

IVI 지원 (약 53억원)

3. OCV(경구용콜레라) 백신 표준품 제작지원

4. 콜레라 접합백신 개발 지원 (약 9억원)



EuIMT
면역증강 기술

■ 프리미엄 바이러스 백신

(EuIMT + SNAP)

- RSV (호흡기융합세포)

- HZV (대상포진)

- 알츠하이머

■ EuIMT 기술 개발 백신

- HPV (자궁경부암) 백신

■세균 접합백신

- TCV (장티푸스 접합백신)

- PCV (폐렴구균 접합백신)

- MCV (수막구균 접합백신)

■ 컨소시엄 구성 개발중

(EuIMT + SNAP)

- COVID-19 백신

당사는 플랫폼 기술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 1) EuVCT : EuBiologics Vaccine Conjugation Technology (Polysaccharide과 특정 단백질(CRM197)접합하는 기술)

주 2) EuIMT : EuBiologics Immune Modulation Technology (면역증강제를 이용한 면역시스템 활성화 기술)

주 3) SNAP : Spontaneous Nanoliposome Antigen Particleization (당사가 출자한 미국 POP Bio사의 Nano Particle을

이용한 항원 전달 기술)



CRM197 제조기술

=> 질병 원인 세균의 항원에 당 대신 특정 단백질(CRM197)

접합 시 높은 예방 효과의 접합백신 개발

* EuVCTTM : EuBiologics Vaccine Conjugation Technology

EuVCTTM

CPS CPS-ADH



1) 기술도입 : KIST로 부터 2017.11.13 기술 도입

2) 면역증강제( ) 기술 :

체내 면역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면역반응 극대화 기술

* TLR4 agonist (Monophosphoryl Liquid A)  

=> TLR을 촉진시켜, T세포, B세포 등을 활성화

* TLR (Toll like receptor / Toll 유사 수용체)

=> 면역세포는 세포막에 TLR이라는 감지기를 통해

세균, 바이러스 감지. TLR은 면역체계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외래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

과거부터 현재까지

면역증강제로

Alum(염)을 많이 사용

최근 우수한 효능의

TLR4 agonist (MPLA) 

제조기술 각광

[면역세포 TLR이 세균, 바이러스 감지] [MPLA]

EuBiologics Immune Modulation Technology)



MPL

GLA

3억 달러 인수

=> GSK의 천연물 유도체 MPL 및 이뮨 디자인의 합성 유도체

GLA의 단점을 극복한 EcML 직생산 대장균을 세계 최초 개발

GSK Shingrix 
(대상포진 백신)
17.10 출시
18년 매출 1.2조원
19년 매출 2.7조원

EcML

다수의 항암제 및

백신 개발 중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H9NvltuHcAhUBXLwKHYcIDd8QjRx6BAgBEAU&url=https://en.wikipedia.org/wiki/GlaxoSmithKline&psig=AOvVaw3oE6rfu4WDA7SUovisktVV&ust=1533954169847221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bp-iOt-HcAhXEV7wKHQZhD_EQjRx6BAgBEAU&url=https://www.pmwcintl.com/sergey-yurasov-2018sv/&psig=AOvVaw1p-_TcKHId5C1xPkvhVuUR&ust=1533954271597609


후보물질 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허가/등록 출시

EuVCT

장티푸스 백신 EuTCV

폐렴구균 백신 EuPCV

수막구균 백신 EuMCV

EuIMT
자궁경부암 백신

(옵티팜)
HPV

EuIMT
+

SNAP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RSV

대상포진
바이러스 백신

HZV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코로나19
백신 (공동개발)

COVID-19

■ 유바이오로직스 Pipelines



Pfizer Prevenar

(폐렴구균 접합백신)

18년 매출 약 7조원

■ EuVCT 이용 3개의 접합백신 개발

GSK Menveo

(수막구균 접합백신)

19년 매출 4,000억원



■ EuMCV (수막구균 백신) 대조군과 동물 실험 결과

- BalbC mice (8 heads/group) - 1µg/head injection(for serotype A, 2µg/head)

- 0, 2th & 4th week, 3 time injections           - SBA & ELISA titer analysis at 6th week

■ EuTCV (장티푸스 백신) 임상1상 결과

대조군 2

대조군 1



▶ 미국 뉴욕주 버팔로 대학교 교수 Jonathan Lovell이 2016년 설립한 바이오 벤처

▶ 네이처(Nature)지에 혁신적인 약물전달기술(백신, 항암제) 관련 수차례 학술논문을 게재

SNAP 기술 (백신 개발 플랫폼) PhotoDOX 기술 (항암 치료제 플랫폼)

우수한 효능의 항원전달 기술. 포르피린-인지질(PoP)과 코

발트가 결합된 나노 리포좀에 히스티딘 Tag가 부착된 모든

항원과 결합하여 안전하고 방어효과가 뛰어난 백신 개발

가능

광(光) 활성화 기능을 갖는 포르피린-인지질(PoP) 기반 나

노 리포좀 약물전달체를 이용하여, 암세포 등 질병세포가

있는 부위에 특정 파장의 빛을 쏘이면 리포좀 구조가 붕괴

되며 캡슐화 된 약물을 암세포에 국소 방출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술

• JV설립 (EuIMT + SNAP) 

세계시장 수조원 규모 RSV, HZV, 알츠하이머 백신 개발

• 말라리아, HIV, 독감 백신 후보물질 도출

• 유방암 치료제 비임상 및 미국 FDA Pre-IND  미팅, 

2021년 하반기 미국 1상 진입 목표

• 간암, 피부암등 고형암 개발 가능



COVID 19



톡신

( 미용 / 치료)
필러

후보물질 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허가/등록 출시

보툴리눔톡신 Eu-TOX



* 당사 생산규모

- 제 1공장 : 동물세포 라인 200L / 미생물 라인 700L (콜레라 백신 600L, 100L)

- 제 2공장 : 미생물 라인 2,750L (TCV, PCV, MCV, 콜레라 백신, 필러, EcML, CRM197, CMO 등)

생산동

관리동



27,645 21,497

40,593 71,268

92,765

27,491

30,322

57,813

13,396

53,566

406

(32,416)

34,952 

33,073

13,164

19,909

10,099

9,809

545

361

1,186

11,785

(628)

254

(882)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s

https://m.irgo.co.kr/IR-ROOM/20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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