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코로나-19의 기세가 전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산업부문 전반에서 상당한 경기부진을 겪고 있던 우리나라의 경제가 겪게 될 어려움

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임직원 일동은 이러한 국내외 시장의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혁

신신약후보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일에 더욱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성과 극대화 및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은 아셀렉스 국내매출이 아직 본격화하지 못하고, 수출 일정도 지연되는 등 아쉬움이 많

은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선, 당사가 개발중인 췌장암치료 분자표적항암제 혁신신약의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CG-745(Ivaltinostat) 췌장암 임상시험은 최근 임상 2상 시험 종료보고를 식

약처에 제출하였으며, 이어서 임상데이터 분석 후 조건부 허가신청을 위한 임상시험결과보고서

(CSR) 작성 및 조건부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 앱토즈사에 기술 수출하여 임상 1상 시험이 진행 중인 혈액암 치료 신약후보, CG-

806은 임상 1상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앱토즈의 주가급등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 후반

기로 예상하는 임상 2상 시험 진입 시 마일스톤도 수령하게 되어 원개발자인 당사에 대한 성장모

멤텀도 기대해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일약품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 재무제표를 연결하게 되어 더 안정적

인 규모의 회사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높은 현금보유율에 더하여 현금흐름도 크게 

개선되어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기술사업금융사,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를 100% 자회사로 설립하여 당사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바이오 신기술 및 신약후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이에 더하여 운용자산 약 12조원 규모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세계 굴지의 전문투자 그룹

인 스위스 밸뷰(Bellevue)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로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들이 곧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당사의 전 임직원은 바깥 환경의 어

려움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크리스탈지노믹스는 글로벌 혁신신약후보 발굴 및 임상개발을 위해 다양한 글로벌 경험과 지식



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신약후보 발굴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본부장으로 당사에 합류한 김정훈 부사장(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 약학 이학박

사)은 미국 Biogen제약사, LG생명과학, 글로벌 제약사인 먼디파마 등에서 다양한 글로벌 임상개발 

경험을 갖춘 인재로 당사의 글로벌 신약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CG-745, 아셀렉스 미국 

임상 3상 시험 준비 등 해외임상 개시를 위한 다양한 업무들을 진두지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약연구부분에 합류한 정원혁 연구위원(미국 피츠버그대학 의약화학 이학박사)은 

LG생명과학, SK바이오팜, CJ헬스케어 등에서 신약후보발굴 경험을 두루 쌓으며 항암제, NASH(비알

콜성지방간염)치료제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신약후보를 발굴하고 기술수출까지 한 경험과 실력

을 갖춘 우수한 인재입니다.  현재는 신약연구분야를 총괄하며 크리스탈의 파이프라인 확대(혁신

신약후보발굴)를 위해 10 여 명의 우수한 신약연구 박사들을 리드하며 함께 밤낮없이 열정을 갖

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탈지노믹스는 혁신적인 신약후보 발굴 및 개발을 위해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영

입하였으며, 글로벌 혁신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재무안정화를 위해 주식발행초과금을 미처분이

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그간의 누적적자를 모두 벗어 던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한 해가 되고자 합

니다.  더욱 안정적인 재무구조 아래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신약개발의 성공을 

통해 주주님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역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최고

의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들의 채찍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오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한 전자투표에도 적극적 참

여를 요청 드립니다.  

 

오랜 기간 당사를 신뢰하고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의 현시국에 주주님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

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탈지노믹스(주)  

임직원 일동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