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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HARBOR STATEMENTS

본 자료는 주주 및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엔지켐생명과학 (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의약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자료를
의약품 광고를 위하여 인용, 복제, 가공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Presentation에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에 대한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 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
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 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의약품 관련 정보는 회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작성된 정보의
정확성, 적합성, 완전성, 유용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객관적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회사의 임원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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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Corporate Identity

엔지켐생명과학

타겟 적응증

EC-18

Upcoming Event

 독자적으로 개발한 물질

(First-in-class/경구투여/지질기반/저분자화합물)

 녹용 유래 단일화합물

 MOA (PETA)

 2개의 GMP 인증 Facility

 강력하고 광범위한 특허 보유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

 저분자화합물, 경구용, EC-18 

(독자적, 독창적, 독보적 기술개발정신)

 항염증, 항암, COVID-19 치료제 개발

 Top Management 리더십

 최고 (Top) / 최우수 (Best) 과학기술자문위원 리더십

 CRIOM의 임상2상 결과 발표 (Top line data)

 COVID-19 임상2상 결과 발표

 빅파마와 NASH, 면역항암제 병용 관련 L/O딜

 BARDA, ARS, NASA 미국 정부 Fund 지원 협력 R&D 

범위 확대

 ESMO (유럽종양학회), AASLD (미국간학회), 

RRS (미국 방사선학회) 발표

 COVID-19 CRIOM, CIN, 임상2상

 미국정부와 ARS 공동개발

 강력한 임상, 비임상 데이터 보유

 NASH 성과 AASLD에서 발표

 시장성 큰, FDA 승인되지 않은, Unmet-needs 신약 개발 집중

(NASH, CRIOM, ARS, 면역항암제 병용)

2020
ENZYCHEM

LIFE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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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설립

 KOSDAQ:183490 
(2018년 2월 상장)

 시가 총액: 8,290억원
(2020년 6월 19일 기준) 

 임직원 수: 120명

(한국, 미국)

 2개의 GMP 인증 공장 (제천)

 3개 연구소 (제천 합성, 

광교 비임상, 대전 바이오)

 글로벌임상2상: CRIOM, 

COVID-19, CIN,                               

ARS

 글로벌 라이센싱 : NASH,

면역항암제 병용

 FDA 신속심사, 희귀의약품지정

COMPANY 
HIGHLIGHTS

2020: •2020 AACR 면역항암제 병용 및 구강점막염 치료 효과 작용기전 연구결과 발표

•COVID-19 감염병 전문가 카메론 울프 의대 교수 영입

•COVID-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충청북도, 충북대병원 업무협약

•COVID-19 임상 2상 식약처 IND 승인 (EC-18-C201) 및 진행 (충북대, 인천의료원, 인하대)

•COVID-19 적응증 미국 특허 출원 및 FDA IND 제출허가

• JP Morgan NASH 개발성과 발표

•NASH 최고 전문가 마이클 찰톤 교수 과학기술 자문위원 영입

•NASA 우주건강중개연구소 프로그램 참여

2019: •NASH 적응증 미국 AASLD (간학회) 발표 및 항암 및 항전이 억제 효능 AACR-NCI-EORTC 발표

•임상 2상 항암화학요법 유발 호중구 감소증 (CIN) part 1 완료 및 AACR-NCI-EORTC 발표

•임상 2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유발 구강점막염 (CRIOM) stage 1 완료

•급성방사선증후군 (ARS) 임상 2상 대채 동물실험 FDA 승인

•제 2공장 EU-GMP 인증 획득

•ARS 미국 국립보건원 (NIH)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로 부터 방사능핵무기대응프로그램

(RNCP)과 화학무기대응연구프로그램 (CCRP), 미군방사선생물학연구소 (AFRRI) 연구프로그램 선정

2018: •EC-18, FDA로 부터 CRIOM 신속심사 (Fast Track) 지정

2017: •EC-18, FDA로 부터 급성방사선 증후군 (ARS)에 대비한 희귀의약품 지정

•FDA로 부터 CRIOM 임상 2상 IND 승인

2016: •식약처/FDA로 부터 CIN 임상 2상 IND 승인

2015: •FDA로 부터 CIN 임상 1상 IND 승인; 제 1공장 일본 PMDA부터 GMP 인증 획득

2014: •아산병원에서 췌장암 환자에 대한 파일럿 임상연구 수행

2013: •제 2공장 식약처 GMP 인증 획득, 기능성 건강식품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수행

2011: •EC-18의 상업 생산 기술 개발 완료

1.1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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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약개발

100조원 시장 가능성

원료의약품

3,000억원 시장 가능성

조영제

4,500억원 시장 가능성

매출 성장 Driver
(치료제 시장)

1st 제네릭 조영제
(진단 시장)

EC-18 
독점적인 플랫폼 기술
(글로벌 바이오파마)

2020 글로벌 바이오파마

사업부문간의 시너지효과

•MRI 조영제

•저위험 1st 제네릭 MRI조영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 구강점막염 (CRIOM)

• 호중구감소증 (CIN)

• 급성방사선증후군 (ARS)

• 비알코올성지방간염 (NASH)

• 면역항암제 병용

• 기타 염증성질환

1.2 사업 부문

•항결핵제

•항응고제

•거담제

•항궤양제

•항생제

•소염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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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병원 원장
• 아산 헬스케어시스템 원장
• 신시내티 의과대학 교수

손 기 영 대표이사, 글로벌 신약 개발 총괄 (미국, 한국)

• 30년 이상의 제약, 금융산업 경험
• (주)브리짓라이프사이언스 회장
• 전경련 (FKI) 국제경영원 교수
• EC-18 논문 19편
• FDA, 라이센싱, 글로벌 임상 총괄

• 30년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금융산업 경험
• (주)브리짓라이프사이언스 대표이사
• Production Manager, A.C.Nielsen Co.

김 혜 경 부회장 김 명 환 Chief Medical Officer

• 서울아산병원 담도 췌장 센터 소장
• 울산대학교 의과대 교수
• 대한 소화기 내시경학회 회장
• 아시아 대양주 췌장학회 회장

조 도 현 Chief Operating Officer

• 20년 이상의 의료보건 산업 경험
• CEO, W Medical Strategy Group
• 보건산업진흥원 미국 지사장

1.3 글로벌 신약 개발 리더십 (BOD)

홍 창 기 Inventor of E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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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rey Crawford 교수 (SAB 위원장)

• 듀크 의과대학 교수
• NCCN Myeloid Growth Factor 위원회 의장
• Duke 고형암 치료제 개발 의장

David Grdina 교수

• 시카고 대학 교수
• NIH, NCI 과학 자문
• 140 편 이상의 방사선 & 암 세포 생물학 논문

김 재 화 교수

• KRIBB 책임연구원
• 과학기술연합 대학원 대학교 (UST) 교수
•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박사

김 규 표 교수

•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 ARS 전문가
• PK/PD 전문가

Stephen Sonis 교수

• 하버드 치과대학 구강생물학 교수
• 브리검 여성병원, 다나파버 암센터 외과 의사
• 구강점막염 미국 2상 임상시험 책임자

Larry Kwak 교수

• City of Hope 암센터 부센터장
• Toni Stephenson 림포마센터 부문장
• 2010년 타임지 선정 “100인의 영향력있는 인물＂

Cameron R. Wolfe 교수 (KOL)

• 듀크 의과대학 감염병과 교수
• Remdesivir 3상 임상시험 책임자
• HIV,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 전문가

Ronald Manning 박사

• 10년 이상의 ARS  MCM 개발 경험
• BARDA 지부장, Vanderbilt Univ. 前 교수
• SNBL 수석기술 이사 (ARS 모델개발 부분)

적응증 별 글로벌 최고,
최우수 Key Opinion Leader

1.4 과학기술자문위원회 (SAB) 및 핵심 오피니언 리더 (KOL)

Michael Charlton 교수

• 시카고 의과대학 교수
• 간질환 센터 소장
• NASH-TAG Conference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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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Note

구강점막염 (CRIOM)
신속심사지정 (2018년 2월)

FDA IND#: 135718  
혁신신약지정(BTD) 목표

호중구감소증 (CIN) FDA IND#: 125690

급성방사선증후군 (ARS)
임상 대체 동물실험 (Animal Rule Study)

희귀의약품 지정 (2017년 12월) 
FDA 신속심사 바우처 획득 목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한국식약처 임상 2상 IND 승인 (2020년 5월)
임상진행 중 (충북대, 인천의료원, 인하대) 

: EC-18-C201
FDA Pre IND # : 150887

암 염증성 질환

적응증 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Note

비알콜성 지방간염 (NASH) 글로벌 라이센싱

면역항암제 병용 글로벌 라이센싱

임상개발 포커스

라이센싱 포커스

1.5 EC-18 적응증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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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C-18

EC-18은 안전하고, 경구투여, 지질기반의 저분자, first-in-class 글로벌 신약

• 지질기반 저분자 화합물 : 1-Palmitoyl-2-Linoleoyl-3-Aceltyl-rac-Glycerol 
(PLAG)

• Therapeutic Target: PRR (Pattern Recognition Receptor) Endocytic 
Trafficking Accelerator (PETA) : 패턴인식수용체 세포 내 재순환 촉진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항암화학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강점막염
(CRIOM)과 항암화학 요법에 의한 호중구 감소증 (CIN) 치료제개발 글로벌
임상2상

• CRIOM에 대해 FDA로 부터 신속심사 (Fast Track) 지정,                   
2020년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BTD) 지정 목표

• 급성방사선 증후군 (ARS)에 대해 FDA 로 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미정부연구소 공동연구

• ARS에 대해 FDA 신속심사 바우처 확보 및 판매를 통한 수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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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C-18 (PLAG) 작용기전(1)

▲ Upstream Mechanism

EC-18은 패턴인식수용체 (PRR, TLRs)의 세포내 재순환을 촉진시켜 세포나 조직 손상으로 몸에 쌓이는

손상연계분자패턴 (DAMP)과 병원균연계분자패턴 (PAMP)을 신속히 제거해 염증을 해소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COVID-19), 종양, 비알코올성지방간염 (NASH), 구강점막염 등 염증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최초의 PETA (PRR Endocytic Trafficking Accelerator)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음.

▼ Downstream Action & Effects

손상연계분자패턴(DAMPs)와 병원체연계분자패턴(PAMPs)이 완전히 제거되면, EC-18은 호중구의 모집을

중단시키고, 그 결과 necroptosis 신호 전달이 종결됨. 그리고 EC-18은 대식세포가 죽은 호중구를 탐식하는

작용 (efferocytosis)을 촉진시켜, 염증의 빠른 해소와 정상상태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함.

인체의 면역반응을 촉진시켜 바이러스, 세균, 방사선, 독성항암제 등 신체를 손상시키는 유해인자를 신속히

제거하여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은 과도한 염증 및 면역반응을 해소시켜 인체의 면역기능을 빠르게 정상화

시키는 First–in–Class 작용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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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 activation 

AMPK activation 

CD14 expression

CD14

TLR4

CD14

1. EC-18 is recognized by GPCRs as component of vesicle membrane. 
2. EC-18 stimulates GPCRs.
3. Activated GPCR expresses CD14.
4. CD14 accelerates TLR4 internalization and membrane return.  

CXCL1,2

LPL

GPIHBP1

EC-18

Receptor for 
EC-18

GPCR

2.2.2 작용기전(2): PRR Endocytic Trafficking Accelerator(PETA)

EC-18은 유해 요소를 빠르게 제거하여 염증성 면역 반응의 지속 시간을 단축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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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작용기전(3) – Phagocytosis / Efferocytosis

EC-18에 의한 면역세포(대식세포)의 세균 탐식(Phagocytosis) 및 제거 되어야 할
면역세포(호중구) 해소(Efferocytosis)를 촉진시켜 빠르게 면역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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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모집중

엔지켐
생명과학 EC-18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인한폐렴환자에서
EC-18의안전성과유효성을평가하기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제 2상
임상시험

2상

충북대병원

인천의료원

인하대병원

2020-05-12

임상시험단계 임상2상

임상시험기간 2020년 05월 ~ 2020년 09월 목표시험자대상자수 (국내) 60 (60)

무작위배정여부 Randomized 눈가림 종류 이중맹검

중재군 수 2

1차 유효성 평가변수
14일 이내에 경증 폐렴 환자가 중증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 (ARDS)으로 이행되는 확률 (%)- 중증 폐
렴 및 ARDS의 분류 기준은 WHO guidance [COVID-19 Interim guidance (2020.03.13)]1)에 따른다.

2차 유효성 평가변수

 Cytokine 측정을 통한 염증 지표 (IL-6, IL-8, IL-17, TNF-α) 및 HMGB1 확인 - Cytokine 및 HMGB1 측정
을 위한 채혈: D1, D7, D14 투약 전 영상의학적 폐렴 병변 점수 (CT를 통한 확인) 대상자의 주관적 임상
증상 변화 확인 (예: Patient Questionnaire) - D1 기저치 대비 14일 동안 매일의 증상 변화 확인 영국 조기
경고 점수 (National Early Warning Score, NEWS)2) 확인 - D1 기저치 대비 D14까지 매일의 NEWS 점수
의 변화 확인 상기도 검체에서 감염 인자의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화까지의 도달 시간 확인

투여방법
EC-18 2000 mg (EC-18 500 mg capsule 4개) 또는 위약 2000 mg (Placebo 500 mg capsule 4개)을 하
루 한번 아침 식후 30분 이내 경구 투여한다.

3.1 임상 2상 IND 승인 및 진행

-. 미국 FDA Pre-IND 미팅 완료, 임상 2상 IND 제출 준비 중

· 한국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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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 Immunopathol (2017) 39:529–539

3.2 COVID-19 작용기전

EC-18은 코로나 19로 인한 폐렴 상황에서 악화되는 면역반응을 향상시켜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하고 정상화를 유도하는 작용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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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18 Resolves Inflammation by Regulating Neutrophil Infiltration 
in the Murine LPS-induced ALI Model

Front Immunol. 2019, 10:2177

PLAG, 250mg/kg daily  
administered  
LPS, 25mg/kg intranasally 
injected

ALI, Acute lung injury 
LPS, Lipopolysaccharide
BALF,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3.3.1 비임상연구 (급성폐손상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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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18 Improves Survival in the Murine CLP-induced Sepsis Model

CLP, Cecal ligation and puncture J Trauma 2010 Jan;68(1):62-8.

EC-18 improves survival 
in murine sepsis model via 
down-regulation of pro-
inflammatory cytokines 
production contributing to 
earlier return to immune 
homeostasis

(50 mg/kg daily) 

3.3.2 비임상연구 (패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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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18 Ameliorates Chemokine and Cytokine Production Induced by 
Influenza

PR8 infection
(5X103 pfu/30ul PBS)

Day -2 Day 0 Day 2

EC-18, po, qd
(500mg/kg/day -2~2)

Nil: negative control

**p<0.01, ***p<0.001, ANOVA-Bonferroni’s Multiple Comparison Test

In BALF

BALF: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Collected BALF

3.3.3 비임상연구 (항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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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비임상연구 (폐렴)

EC-18, 세균 감염 폐렴 유발모델에서의 세균 증식 억제 및 생존율 개선 효과 입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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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NASH 요약

EC-18은 steatosis 및 hepatocyte ballooning 지수의 개선을 통해 비알코올성지방간
지수 (NAS)를 확실하게 감소시킴

①

Vehicle control 대비 EC-18은 간 섬유화 진행을 유의하게 개선함②

CK-18 및 F4/80 (NASH 바이오마커) 실험결과 3상 약물 대비 간 염증과 간 섬유화를 우월하게
해소함을 입증함

③

임상에서의 주요 endpoint인 NASH의 해소와 간 섬유화 진행 모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④

⑤ 실험에서 함께 사용된 3상 진행중인 OCA, MGL-3196 대비 우월한 효능이 확인됨

⑥ NASH 임상2상에 바로 진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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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n=8)

MGL-3196 (3mpk)
(n=8)

OCA (30mpk)
(n=7)

EC-18 (250mpk)
(n=8)

NAS score 4.8 ± 0.7 3.8 ± 1.4 3.0 ± 0.8** 3.4 ± 1.2*

Plasma CK-18$ 369.5 ± 42.3 365.0 ± 37.8 314.8 ± 27.9 265.8 ± 27.9****

Inflammation area F4/80 3.8 ± 1.1 3.3 ± 1.5** 1.8 ± 0.9 1.8 ± 0.5**

Fibrosis area
(Sirius red staining, %)

0.69 ± 0.12 0.48 ± 0.12 0.39 ± 0.10* 0.31 ± 0.13**

In Vivo Efficacy Study of EC-18 in STAM Model of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STAMTM model, Tokyo, Japan

C57BL/6, male mice, 6-9 weeks treat
$ Normal range: 220~260 mIU/mL

*; p < 0.05 (vs Vehicle),  **; p < 0.01 (vs Vehicle), ****; p < 0.0001 (vs Vehicle)

4.2 NASH – SMC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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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NASH의 발병기전 및 EC-18의 치료기전

EC-18은 단일약물로서 현재 개발중인 다른 약물과 차별화된 NASH 병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에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First-in-class 약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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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pathology Assessment of Fibrosis Area in Liver Tissues

30        100      250  mg/kg
EC-18

4.3.2 EC-18의 간섬유화 치료기전

NASH의 악화시 발생되는 섬유화증에 대해 EC-18은 현재 임상 3상 중인 약물보다 우수한

항 섬유화 효능이 동물모델에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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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C-18의 혈당조절 기전

EC-18은 2형 당뇨인 인슐린 저항성 동물모델에서 혈당 및 인슐린을 정상치로 개선해주는
효과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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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C-18의 First-in-Class NASH 작용기전

〮 EC-18은 간, 지방 조직, 근육, 장 상피 세포 및 순환되는 면역 세포에서 발현되는 TLR4의 세포내 endocytosis를

가속화하여 NASH 및 간 섬유증을 개선시킬 수 있음. 

〮 즉, EC-18에 의한 TLR4의 세포내 endocytosis를 가속화는 DAMPs/PAMPs의 신속한 제거에 기여하고,

TLR4 신호의 downstream인 염증 반응 pathway의 조기종료를 이끌어 낸다. 

그 결과, 심각한 인체 손상없이 염증은 빠르게 해소되고, 정상상태로 빠르게 회복됨.

〮 EC-18은 NASH를 해결하고 간 섬유증으로의 진행을 방지하는 가장 적합한 작용기전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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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19 AASLD,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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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C-18과 면역항암제의 병용 치료로 기대되는 Synergistic Effect

1. 종양미세환경(TME) 및 종양침윤호중구(TIN) 조절. First-in-Class 작용기전을 통한 면역항암제의 낮은 반응율 및 높은 재발율

문제 해결 Synergistic effect가 기대됨.

1) EC-18의 작용기전은 TIN의 신속한 clearance를 유도함으로서 neutrophil에 의한 억제된 T cells의 활성을 유도 시킴.

TIN이 cytotoxic T cells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기전으로는

• TIN에 의한 T cell의 억제는 직접적으로 neutrophil이 PD-L1 분비를 증가시켜 cytotoxic T cells의 사멸을 촉진함으로서

항암작용 (tumor killing activity)를 약화시킴

• TIN은 직접적으로 arginase -1등을 분비하여 cytotoxic T cell작용을 방해함

• TIN과 더불어 myeloid 계통인 MDSC (myeloid-derived suppressor cells)등을 recruitment를 하여 T cell의 항암작용

(Anti-tumor activity)을 저해함

2) EC-18은 TME(tumor microenvironment)에서 Th2 type의 cytokine인 IL-4를 효과적으로 낮춤으로서

항암작용(antitumor activity)을 갖는 Th1의 활성과 cytotoxic T cells 의 항암 작용을 높임 (balance between Th1 vs.Th2) 

2. EC-18은 ICI의 tumor regression 효과를 높임으로서 ICI의 사용 횟수와 양을 줄일 수 있어, ICI의 부작용인

immune-related adverse effects을 감소시킬 수 있음 (내분비, 소화기, 피부, 신경계 증상 포함)

*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PD-1, PD-L1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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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 line : MB49 bladder cancer (Millipore)

• Mouse species :  C57BL/6, Male (NARA biotech)

• Exp. Place : KRIBB, Biomedical mouse resource center (SPF facility)

5.2.1 면역항암제 PD-L1 Ab 와 병용 / EC-18 단독 항암 효과(1)

* 2020 AACR : PD-L1 면역항암제와 EC-18의 병용 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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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 line : LLC-1 murine lung carcinoma

• Mouse species :  C57BL/6 (NARA biotech)

• Exp. Place : KRIBB, Biomedical mouse resource center (SPF facility)

Inhibition of tumor progression

5.2.2 면역항암제 PD-1 Ab와 병용 / EC-18 단독 항암 효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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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점막염 개요 및 EC-18 작용기전

• 항암치료 중에 발생하는 입안의 염증 또는 궤양
• 고통으로 인한 식사 불가로, 영양결핍과 체력 고갈로 직결
• 세균 침투에 의한 패혈증 위험 4배 증가
• 고형암에 대한 항암치료 중 발생하는 구강점막염 치료제 부재

EC-18

호중구 침윤, 
염증사이토카인 조절

→ 구강점막염 예방 및 치료

구강으로 호중구 유출, 침윤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캐모카인 (CXCL2/8) ↑
염증성 사이토카인 (IL-6, TNF, IL-1β ↑)

혈관

호중구

접합분자

활성화된 호중구

캐모카인

6.1 CRIOM – 항암화학방사선 요법으로 인한 구강점막염

EC-18, 호중구 침윤, 염증 사이토카인 조절 유일한 PETA 작용기전의 구강점막염 치료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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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연구 디자인

EC-18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위약 대조,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 2상 연구

80명의 무작위 (1:1) 배정 (placebo 또는 EC-18 2000mg을 군당 40명씩 각각 투약)

25 active sites (UCLA, Emory, Baltimore, NewYork, Washington, Kentucky, Oklahoma, Texas…etc.) 

마일스톤 날짜 Event

첫번째 환자 등록 2019년 7월 Stage 2 개시

마지막 환자 등록 2020년 3Q

데이터베이스 잠금 2020년 3~4Q

임상 결과보고서 초안 2020년 4Q 

Final CSR

2020년 4Q 
임상2상 종료 후 미팅/임상3상 사전 IND 미팅

임상3상 IND/혁신 치료제 지정 (BTD) 신청

6.2 CRIOM – 임상 2상 연구 디자인과 마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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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18 GC4419 (Galera)

작용기전 PETA (PRRs Endocytic Trafficking Accelerator) Superoxide Dismutase

제제 소프트 젤 캡슐 주사제

투약 방법 매일 경구 투약 7주 동안, 1주일에 5일, 매일 1시간씩 정맥주사

암 세포 보호 위험성 없음 2년간 안전성 장기 추적 관찰 해야 함

6.3 EC-18 vs GC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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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논문 발표
Target indications/Pharmacological effects Journal Year

1
MOA (DAMP-related Immune resolution/Gouty 

inflammation)
Frontiers in Immunology 2020

2
Cancer metastasis (Anti-metastasis by interfering with 

NE/PAR2/EGFR signaling) 
Cancers 2020

3 Oral mucositis (CRIOM) Oral Disease 2020

4 MOA (Efferocytosis) FEBS Journal 2019

5 MOA (Necroptosis-related Immune resolution accelerator) Cancers 2019

6 Acute radiation syndrome Radiation Research 2019

7 MOA (Phagocytosis/Acute lung injury) Frontiers in Immunology 2019

8 Diabetes Mol Cell Biol 2019

9 MOA (Extravasation of neutrophil/Neutropenia) Cell & Bioscience 2019 

10 Thrombocytopenia Thrombosis Research 2018

11 Hepatitis J Cell Biochem 2018

12 Rheumatoid arthritis Oncotarget 2017

13 Cognitive dysfunction Behavioral brain research 2017

14 Oral mucositis Frontiers in Oncology 2016

15 Neutropenia Cancer Letters 2016

16 Asthma PLoS One 2016

17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t. Immunopharm. 2016

18 Neutropenia World J Oncol 2015

19 Immune regulation Immune Network 2015

20 Atopic dermatitis Immune Network 2015

21 Asthma Int. Immunopharm 2014

22 Sepsis J. Trauma 2010

23 Cancer metastasis J Korean Med Sci 2009

24 Hematopoiesis Biol Pharm Bull 2004

25 Hematopoiesis Chem Pharm Bul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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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출원 건

글로벌신약

(EC-18)

특허 등록 103

특허 출원 66

원료의약품

(API)

특허 등록 10

특허 출원 2

조영제

특허 등록 2

특허 출원 14

7.2 특허 현황 (2020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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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9/2020년 신약 특허 등록 내역

No. 국가 특허권

1 IN
Preparation method of 1-Palmitoyl-3-acetylglycerol, and preparation method of

1-Palmitoyl-2-Linoleoyl-3-Acetyl glycerol using same

2 C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s (COPD)
3 EP

4 IN

5 US

6 CA

Leukopenia and thrombocytopenia

7 EP

8 RU

9 US

10 US (CON)

11 GB

Rheumatoid Arthritis

12 FR

13 DE

14 IT

15 ES

16 IN

17 CN

Blood Cancer or Metastasis18 EP

19 US

20 EP Atopic Dermatitis

21 US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22 US Hemolytic Uremic Syndrome

23 KR
Diacylglycerol lactone compound, method for preparing the same and immunity enhancing agent including 

the same as active ingredient

24 KR
1,2-Diacylglycerol compound, method for preparing the same and immunomodulating agent including

the same as active ingredient

25 KR
Glycerol derivative, method for preparing the same and immunomodulating agent including

the same as active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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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9/2020년 신약 특허 출원 내역
No. 국가 특허권

1 CN
Blood Cancer or Metastasis

2 US

3 AU

Psoriasis

4 CN

5 US

6 EP

7 CA

8 JP

9 IN

10 AU

Hepatitis

11 CN

12 US

13 EP

14 CA

15 JP

16 IN

17 EP Thrombocytopenia
18 PCT Diacylglycerol lactone compound, method for preparing the same and immunity enhancing agent including the same as active ingredient
19 PCT 1,2-Diacylglycerol compound, method for preparing the same and immunomodulating agent including the same as active ingredient
20 PCT Glycerol derivative, method for preparing the same and immunomodulating agent including the same as active ingredient
21 US

Composition and Methods for Modulating an Inflammatory Response
22 PCT

23 PCT
Methods and Compositions for Treatment of Cancer

24 US

25 KR

Fatty Liver Disease (NASH)26 US

27 PCT

28 KR

Diabetes mellitus29 US

30 PCT

31 KR Gout
32 KR Preparation method of 1-Palmitoyl-2-Linoleoyl-3-Acetyl glycerol using same 
33 EP

Leukopenia and thrombocytopenia
34 JP

35 US (CON2)

36 US (CON3)

36 US Compositions and Methods for Treating COVID-19 Infections and/or Symptoms Thereof
37 US 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Acute Radiation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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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엔지켐생명과학 =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

면역항암제 병용
(Immune checkpoint 

inhibitor )

NASH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COVID-19 (KR & US)
CRIOM의 Topline data
→ Proof of PETA (MOA)
→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BTD)

+  CIN

MOA

= 

PETA

Funda-
mental

1)비밀유지계약(CDA)

2)물질이전계약(MTA)

3)실사(Due Diligence)

① Clinical data
② Non clinical data
③ CMC data
④ 특허권(Patent)

4) Licensing Out

5) 협력개발 (Collaborative Development)

Content

Roof

PETA: PRR(Pattern Recognition Receptor)
Endocytic
Trafficking
Accelerator

마이클 찰톤, 
카메론 울프 교수
(key opinion leader)
의 보증

미 정부 펀딩을 통한
R&D 비용 전액 지원

FDA 승인 정부구매 및 우선
NDA 심사부여권리 (PRV)

미국 정부 과제 수행
(Gov’t Project)

DOD(미국 국방부)
HHS(미국 보건성)

NASA(미국 항공우주국)

ARS
FDA Animal Rule 임상

Licensing Out
&

Collaborative 
Development

Global Biopharmaceutic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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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