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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세계최초의마이크로니들제조기술DEN

1. 기존 약물전달체계한계

2. 혁신적인 약물전달체계용해성마이크로니들이란?

3. 라파스만의 마이크로니들제조기술DEN 이란?

4. 라파스 마이크로니들제조기술DEN의 우수성

CoreTechnology



생물학적의약품은주사로만 가능한데,
인구의10% 정도는주사공포증을가지고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고통스러워합니다.

백신이나생물의약품은냉장또는냉동유통이필요합니다.  따라
서많은유통비가들어가고, 교통인프라가구축되지않은저개

발국가에의약품을제대로공급할수없습니다.

환자의혈액에오염되어있는주사바늘은가장
위험한의료폐기물로서오염된주사기로인한감염

으로매해130만명의사망자가발생합니다.

1.3million
deaths/ year

Cold-chainsupply

$60 billion
/ year

Needle
phobia
10%

경구투여
(Oral)

점막
(Ophthalmic, Nasal)

주사
(Injection)

경피전달
(Transdermal)

기존약물전달
기술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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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 약물전달체계한계

2/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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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혁신적인약물전달체계용해성마이크로니들이란?

패치의간편함과주사의효율적인약물전달의장점을
결합한“패치형무통증주사”라고도합니다.

미세한바늘로피부를통해서약물을전달하는라파스의마이크로니들은
기존주사기(hypodermic needle)의 단점인통증, 외상, 감염, 거부감등을
극복한새로운차원의약물전달시스템으로써 환자의거부감을없애고

고효율로약물을전달할수있는‘경피약물전달기반기술’입니다.

사용의 편리성
• 패치 제제로 소지가 편리
• 물 없이 사용 가능
• 식이와 관련 없이 사용가능
• 치매 환자 투약 편리

낮은 부작용

• 경구 복용에 따른 소화위장관계
부작용감소

•주사에 따른 2차 감염 감소

무통증제제
• 마이크로니들은 무통증 제제
• Needle phobia 사용가능
• 어린이/노약자에게 사용편리

고형화제제 고분자물질
전달가능

상온 보관및
유통편리

용해성 마이크
로니들의 장점

3/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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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파스만의마이크로니들제조기술DEN이란?

토출 접촉 인장& 건조 분리

12hour
0

5min.

5min.

약물 주입 약물 충진

진공& 원심분리
가열& UV

건조 필름 부착 접착패치결합몰드 탈착

타사
제조기술

(몰딩)

⊙ 라파스DEN 기술과마이크로몰딩기술비교도

라파스
제조기술

(DEN)

라파스는 약물이 포함된 Droplet을 원하는 길이만큼인장(Extension) 시켜
용해성마이크로니들을제조하는독자적인DEN(Droplet Extension) 기술을가진회사입니다.  

당사의기술은타사의제조방법인몰딩방식에비해제조공정이단순하여

양산성이뛰어나고바이오의약품탑재에적합한세계유일의라파스만의기술입니다.

4/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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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라파스마이크로니들제조기술DEN의우수성

양산화가능
바이오의약품

탑재 최적
의약품 컨트

롤용이
용량한계

극복
다품종소량생산

가능
약효침투효과

높음
시장선점&

지적재산권보호

양산화한계 바이오의약품
탑재 한계

의약품
정밀제어어려움

용량한계
극복불가

다품종소량생산
불가

약효침투효과
낮음

경쟁 심화

제조시간 가열공정 정량탑재 탑재용량 응용성 투과성 특허

10분 이내
패치위에직접

Droplet 토출& 건조

불필요
상온에서송풍건조

필요
12시간가열또는상온

48시간

가능
니들을정해진 패
턴에의해제작

어려움
몰드에채우는과정에

서손실 발생

~5mg
주형에구애받지않음

~1mg
작은구멍으로유효물

질 주입

공정변경 용이
패치 위에

직접니들 생성

어려움
길이/패턴, 공정변경
(별도설비투자필요)

높음
니들강도가높아 휘
거나부러짐없다

낮음
제조공정한계로

불균일

2033년까지
특허권 보호
세계유일의기술

원천기술특허
2019 만료 지적재산

권포화상태

라파스
제조기술

(DEN)

타사
제조기술

(몰딩)

⊙ Droplet Extension vs마이크로몰딩비교표

라파스의DEN 기술은세계유일한기술로가열과정없이 5분이내의빠른제조가가능한 양산화체계를구축하였고,  

패치위에직접약물로구성된Droplet(액체방울, 니들생성을위한접점)을만들고, 

접촉후인장(Extension) 시켜니들을생성한후, 송풍을통해상온에서건조합니다. 특히, 유효약물을탑재할수있는
독창적인2-layer 제조 기술로 유효약물성분의양을정확하게탑재할수있는진보된기술입니다.

5/155/15

12~48시간
몰드에열을가한후진

공에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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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분기경영실적

MicroneedleCompany



1. 2020년 1분기 (연결) 경영실적

7/157/15

1Q ’20 4Q ‘19 QoQ 1Q ’19 YoY

매출액 5,766 3,603 60.05% 4,353 32.47%

매출총이익 2,617 912 186.81% 2,273 15.11%

매출총이익률 45.38% 25.32% - 52.23% -

영업이익 95 -1,633 흑자전환 58 64.38%

영업이익률 1.65% -45.32% - 1.33% -

영업외수익 913 -50 - 202 -

영업외비용 152 489 - 96 -

법인세차감전이익 856 -2,172 흑자전환 163 425.19%

당기순이익 857 -1,390 흑자전환 162 428.48%

[ 단위 : 백만원 ]

◇ 매출액 5,766 백만원 ( QoQ 60%, YoY 32% ) : 화장품사업부 5,572 백만원 96.6%, 식품사업부 194 백만원 3.4% 

◇ 영업이익 95 백만원 ( QoQ 흑자전환, YoY 64% ) :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

◇ 당기순이익 857 백만원 ( QoQ 흑자전환, YoY 428% ) :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이익



2. (연결) 매출현황 세부내역

8/158/15

1Q ’20 4Q ‘19 QoQ 1Q ’19 YoY

화장품사업부 5,572 3,450 61.5% 4,109 35.6%

식품사업부 194 153 26.8% 244 -20.5%

합계 5,766 3,603 60.0% 4,353 32.5%

[ 단위 : 백만원 ]

1Q ’20 4Q ‘19
QoQ

1Q ’19
YoY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한국 1,175 20.4% 1,004 27.9% 17.0% 2,012 20.0% -41.6%

일본 1,849 32.1% 1,048 29.1% 76.4% 562 5.6% 229.0%

미국 2,471 42.9% 1,442 40.0% 71.4% 649 6.5% 280.7%

유럽 148 2.6% 63 1.7% 134.9% 302 3.0% -51.0%

[ 단위 : 백만원 ]

식품사업부 : 건강기능식품 (핏콩, 타이거넛츠 등)



3. 재무제표 등

9/159/15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1Q

유동자산 15,435 14,274 29,035 29,657

비유동자산 19,379 20,240 33,850 34,199

자산총계 34,814 34,514 62,885 63,856

유동부채 2,598 5,105 3,998 4,277

비유동부채 8,071 9,240 10,956 10,754

부채총계 10,669 14,345 14,954 15,031

자본금 3,370 3,370 4,172 4,172

자본잉여금 20,938 21,101 47,854 47,865

이익잉여금 -451 -4,212 -4,087 -3,261

기타자본 -114 -127 -106 -90

비지배지분 402 36 97 139

자본총계 24,145 20,168 47,931 48,825

2017 2018 2019 2020.1Q

매출액 6,937 10,051 18,168 5,766

매출원가 4,647 6,401 9,918 3,149

매출총이익 2,290 3,650 8,250 2,617

판매비와관리비 6,859 7,463 8,683 2,522

영업이익 -4,569 -3,813 -433 95

영업외수익 772 702 949 913

영업외비용 1,811 1,111 829 15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608) (4,222) -313 856

당기순이익 (5,549) (4,241) 184 857



CHAPTER3

마이크로니들의약품 파이프라인 진행사항 공유

1. 개량신약을통한낮은리스크빠른상업화

2. 마이크로어레이파이프라인

3. 백신패치 개발 전략

4. 마이크로어레이 치료 및 진단 의료기기 제품

5. 의약품 개발일정

CompetentestMedical product



CHAPTER2 Best Medical Area  최고의경피전달의약품파이프라인

1.개량신약의Low Risk,  Fast Commercialization

⊙ 생물학적동등성입증으로빠른상업화실현

⊙ 마이크로어레이를활용한 투여경로 변경의"개량신약"으로서리스크감소

제제연구 전임상 임상3상 상업화동등성임상 임상2상

기존효능이입증된원료를 라파
스마이크로니들플랫폼에탑재

기존허가품목동등성입증시
임상 면제

11/1511/15

허가 받은 원료의약품을 사용 함으로서
약동학적 특성 및 효력용량 확인, 독성 프로파일, 식이 특징, 약물상호작용 등 확인 불필요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
경구, 주사, 패치, 연고제의
낮은 생체 이용률, 통증, 낮은 흡수율, 부작용 등 해소

2%의 성공률, 2조원의 개발비용
신약대비 낮은 위험성과 개발비용으로 빠른 상업화 가능



도네페질PTH(부갑상선호르몬) HDM 알러젠

알츠하이머치료패치제
공동개발

대형제약사로의
초기라이선스아웃

골다공증 치료패치제
자사개발,L/O

기존주사제대비투약의
편리성제고및통증저하

알레르기성천식 면역
치료패치제

글로벌 기업 파트너십체결

글로벌No.1 면역치료전문기업과
공동연구개발체결(2019년)

알레르기질환국내최고의세브란스병원과
연구중심병원(보건복지부) 과제수행중

2020년 “생물학적동등성” 확인
임상1상진행

2021년용량결정, 임상1상완료
2023년제품출시목표

2019년하반기IND 신청및
임상1상개시

국책과제/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파트너십체결

전문의약품개발

CHAPTER2 Best Medical Area  최고의경피전달의약품파이프라인

2.검증된전문의약품파이프라인

12/1512/15

비만 치료제

GLP-1 비만 치료제 개발
신규 과제

GLP-1 당뇨및비만치료제패치개발
산업자원통산부

신규국책과제수행

2023년 임상1상진입목표

최초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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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혁신적인백신패치개발

글로벌 No.1백신
제조기업과 파트너십체결

• 공동연구개발체결(2017년)

• 백신균주HPV, TdaP,HBV, IPV 

물질이전계약체결(2018년)

• 기술이전 MOU체결

결핵 백신 개발 신균주 도입
유전자 재조합 Mpg이용 COVID-19백신 개발

후속 개발 전략

1차소아마비백신상업화후속
프리미엄백신(자궁경부암, HPV)  개발 추진

13/1513/15

후속 개발 전략

결핵백신/ 치료용백신전임상이후라이센싱추진
SARS-CoV-2  항원발현 유전자재조합Mpg 균주개발

B형 감염 동물효능 확인
IPV백신 패치

라이센싱 및 기술이전 진행

• 신균주 Mpg를 이용한
결핵 백신 패치 개발

• 치료용 백신 후속 연구
• 글로벌 백신 지원 기관

PATH와 공동개발 추진

• COVID-19 퇴치를 위한 SARS-
CoV-2 S1단백 발현 유전자
재조합 Mpg 균주 개발

• Mpg를 케리어로 백신 전달
및 trained immune 유도 개선

상업용 배양조건 확보
RIGHT TAA 진행

신규 COVID-19
백신 개발



CHAPTER2 Best Medical Area  최고의경피전달의약품파이프라인

4.OTC,MedicalDevice통한글로벌진출

여드름치료
ACNE patch

피부 국부질환 치료용
마이크로어레이

제품 개발

라파스 의료기기제품

약물흡수유도기
(Therapass)

한국식약처classIII 
인증획득

14/1514/15

라파스 1St OTC AcnePatch

벤조일퍼옥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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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약품상업화를위한주요파이프라인

⊙ 의약품 및 패치백신 상업화 계획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적응증 파트너구분

백신

전문
의약품

OTC
(한국/미국)

/MD

결핵

소아마비

B형간염

COVID-19

골다공증

알츠하이머

면역치료제

비만치료제

여드름패치

흉터치유패치

기술이전계약
협의중

2022년
임상1상 진입

임상1상 진행 제제확정 / 임상 3상 제품출시

임상1상 진행 제제확정 / 안전성 임상 품목허가

환자대상
임상1상 진행 유지용량 확정/ 확증적임상

제제, 전임상, 원료 의약품 DMF

제제, 전임상 완료, 원료허가완료

제제, 전임상 완료

제제, 
전임상 완료

동물 면역원성 효력시험 완료

임상1상 진행

임상2/3상
진행제제, 피부자극 독성 수행

MD 임상진행제제, ISO10933수향

제품출시

품목허가

유전자 재조합 균주 제작/
동물 면역원성 시험 진행

균주 원료의약품 DMF / 비임상 시험 / MAP제제연구

15/1515/15



화장품사업에서검증하고,의약품사업으로가치를드리는기업

15/1515/15

[ Q & A ]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s

https://m.irgo.co.kr/IR-ROOM/21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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