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11.02 

엔젠바이오,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 코스닥 상장을 통해 정밀의료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 

 

<2020-11-02> 정밀진단 플랫폼 전문기업 엔젠바이오(대표이사 최대출)가 3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엔젠바이오가 이번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수는 2,444,000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는 

10,500원~14,000원이다. 공모 예정금액은 257억 원~342억 원이다. 

 

11월 23일~24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이 진행되며, 12월 1일~12월 2일 

청약을 거쳐 연내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2015년 10월에 설립된 엔젠바이오는 유전체분석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여 정밀 의료분야의 사업 

추진을 위해 KT와 젠큐릭스의 합작법인(JV)로 설립됐다.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술 기반 유방암/난소암 정밀진단 제품의 식약처 허가를 취득하는 등 NGS 기반 

유전자 진단 분야에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NGS 기술은 유전체를 작게 잘라 수많은 조각으로 만든 뒤 각 조각의 염기서열을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생산된 방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여 암과 같은 복잡한 

질병의 원인 유전자들을 한 번에 찾아내어 환자 맞춤형 치료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엔젠바이오는 NGS 기술을 이용하여 바이오 기술(BT)과 정보 기술(IT)이 결합된 정밀진단플랫폼을 

구축함에 따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여 유전성 유방암과 난소암 관련 제품, 암 조직을 검사하는 

고형암 관련 제품, 백혈병 등의 혈액암 관련 제품을 상용화했다. 이 제품들은 현재 보험 수가 

적용을 받으면서 병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골수 이식 환자 대상의 조직적합성 검사 제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엔젠바이오는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 등의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동반진단 제품을 

제약사 및 신약 연구기관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 현재 암 조직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액체 생검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암 예후 예측법의 상용화를 준비 중이며, 결핵과 

바이러스 등 감염병 조기 진단 분야에서도 결핵연구원 및 대학병원과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 및 상용화를 진행 중이다. 

 

엔젠바이오 최대출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해외 진출 가속화 등을 통해 정밀 의료 분야의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엔젠바이오 IPO 일정(예정)] 

증권신고서 제출 2020년 10월 30일 

수요예측 2020년 11월 23일 ~ 24일 (예정) 

청약 2020년 12월 1일 ~ 12월 2일 (예정) 

코스닥 상장 12월 중 (예정) 

 

공모주식 수 2,444,000주 

주당 공모가액 10,500원 ~ 14,000원 

공모 금액 257억 원 ~ 342억 원 

상장 예정 주식수 12,217,454주 

예상 시가총액 1,283억 원 ~ 1,71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