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vestor Relations 2019

Therapeuticmolecule Systemic Delivery Technology (TSDT) 
& Intracellular Protein Therapy



DISCLAIMER

This document has been prepared by Cellivery Therapeutics, inc. (the “Company”)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o
investors and/or their agents and this document should not be distributed, transmitted, published or reproduced.

By attending this presentation, you agree to be bound by the restrictions in this disclaimer. Any failure to comply with
this restriction may constitute a violation of Financial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Some statements contained in this Presentation or in documents referred to in it are or may be “forward - looking 
statements” or “forward-looking information” (as such terms are understood under applicable securities laws) (forward-
looking state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atements as to future operating results, work plans and potential 
acquisitions and contracts. The forward-looking statements include statements typically containing the words “intends”, 
“expects”, “anticipates”, “targets”, “plans”, “estimates” and words of similar import. 

These forward-looking statements speak only as at the date of this Presentation. These statements are based on current 
expectations and beliefs and, by their nature, are subject to a number of known and unknown risks, uncertainties and 
assumptions that could cause actual results, performances and achievements of the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to differ. 
The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based on numerous assumptions regarding the Company’s present and future 
business, strategies and interests and the environments in which the Company may operate in the future and such 
assumptions may or may not prove to be correct. Nothing in this Presentation or in documents referred to in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profit forecast. All expressions of opinion and belief contained in the Presentation are opinions and 
beliefs held by the Company at the date of the Presentation. The Company assumes no obligation to update any 
statement after the date of this presentation as a result of new information, subsequent events or any other 
circumstances.

This Presentation does not constitute, or form part of or contain any offer or invitation to sell or issue, or any offer to 
subscribe for, underwrite or otherwise acquire, or dispose of, any securities in the Company in any jurisdiction in which 
such offer or sale would be unlawful prior to registration, exemption from registration or qualification under the 
securities laws of any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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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 (TSDT Platform) INVESTOR RELATION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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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 파킨슨병 치료신약 (iCP-Parkin) INVESTOR RELATION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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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 췌장암 치료신약 (iCP-SOCS3) INVESTOR RELATION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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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Top3 제약사」 와의 신약개발 플랫폼 원천기술 최종검증시험 (FSA) 계약 체결 본문

“셀리버리는 TSDT 라고 하는 Proprietary CPP 플랫폼기술이 있으며, 우리 (글로벌
Top3 제약사)는 항체를 이용하여 셀리버리의 플랫폼 기술을 평가하기를 원한다”

2. 「글로벌 Top3 제약사와 계약체결」

8th

<계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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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 RELATIONS 20192. 「글로벌 Top3 제약사와 계약체결」

플랫폼기술 개발
(Development)

플랫폼기술 검증
(Validation)

플랫폼기술 특허 (Patent) 등록

1차 평가/선정
(F2F Meeting)

2차 평가/선정
(Document Evaluation)

3차 평가/선정
(검증시험 FSA)

플랫폼기술 L/O

후보물질 L/O

후보물질 도출
(Discovery)

비임상 시험
(Preclinical Study)

임상시험계획 (IND) 신청/승인

임상 1상 진입/완료

임상 2상 진입/완료

임상 3상 진입/완료

의약품 허가 (NDA) 신청/승인

의약품 상업화

「플랫폼기술의 L/O 단계에서 이번 계약」

= 신약개발 과정에서 글로벌 임상 3상 진입과 같은 검증의 마지막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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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TOP3 제약사와 계약체결」의

의미 및 향후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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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내 조직 및 세포 내부로 약리물질을 전송해야 질병치료 효능이

발휘될 수 있으니 그 기술을 찾는 것임 「빅파마들의 공통의 목표」

3. 「글로벌 Top3 제약사와 계약체결」의 의미 및 향후 진행/일정

Eli Lilly, Astra Zeneca, Roche, Pfizer, Merck, J&J, Biogen 등 수많은 글로벌

제약들의 임상 실패원인? 

인체 혈관 시스템 (Vascular System)을 벗어나서 조직 (Tissue) 으로

그리고, 세포 내로 전송 (Intracellular Delivery) 될 수 없다는 한계점 (Limitation)

많은 글로벌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세포-/조직- 투과성 기술 (Cell-/Tissue-Permeable Technology)을 찾고 있음

실패원인? 세포 내 전송불가

세포 내 전송 (Intracellular Delivery) 이것이 해결되야 항체신약의 새로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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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탐색: 세포 내 투과가 가능한 기술 탐색 (현재까지 선정된 기술이 있는지는 모름)

2. 1차 선정: F2F 미팅을 통한 1차 후보군 선정 (2018.6, 숫자 불명 회사들)

3. 2차 선정: 서류 (기술요약서, 특허, 논문) 검토로 2차 후보군 선정 (2019.1, 20개 회사)

스크리닝 과정

4. 3차 선정: 대면평가 (2019.5) 및 경쟁기술과 최종 검증시험 실시 (2019.10, 4개 회사)

목적: 거대분자 약리물질의 세포 내 투과가 가능한 플랫폼기술 확보

방법: 췌장암/폐암/대장암 대상 항체치료제를 세포-/조직- 투과성으로 만들고
실제 작동 하는지를 최종 검증

3. 「글로벌 Top3 제약사와 계약체결」의 의미 및 향후 진행/일정

총 10년 소요 (최종 선정까지 예측)

글로벌 Top3 제약사의 기술 헌팅

최종 1개 회사 선정 및 기술 L/O 자체 모든 신약에 적용 예정

최종 검증시험 완료 (기간 미정, 단기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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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시험 (Feasibility Study)

3. 「글로벌 Top3 제약사와 계약체결」의 의미 및 향후 진행/일정

1. 3차 후보군에 선정된 4개 회사의 전송 플랫폼기술을 치료용 항체에 적용하는

실험을 전문연구위탁기관 (CRO) 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으로 진행함

2. 검증시험 3단계:    

3. Cellivery 내부에서도 정예팀을 구성하여 동일 실험을 이미 진행 중이며, 

내부 데이터 확보를 통해 상대 글로벌 Top3 제약사와의 논의에 대비중

2019. 10 계약 즉시 진행

동시 진행

(1) 세포투과성 항체 생산 (2) 세포투과성 검증 (3) 항암효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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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Top3 제약사와 계약체결」의 의미 및 향후 진행/일정

TSDT

Platform

뇌신경질환

암

심장병

자가면역질환

감염질환

고혈압

TOP3 글로벌제약사의 2만명 이상의
R&D 인력들이 자사의 모든 질병분야에

우리기술을 적용함

개별 신약후보물질 도출

최종 검증시험: 4개 회사 중 1위 선정

L/O기술

TSDT 적용

물질 L/O

기술 L/O TSDT 적용 물질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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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Top3 제약사와 계약체결」의 의미 및 향후 진행/일정

예시를 통한 현실적인 플랫폼기술 L/O의 가치 및 향후 전망

Dicerna (Cambridge, US)는 직원 수 100명 남짓의 RNAi 관련 플랫폼을 가진 업체로

Cellivery와 같이 플랫폼기술을 적용하여 신약후보물질 개발이 가능한 벤처기업

⚫ 계약금 $100 M (1,200억 원)

⚫ 지분투자 $100 M (1,200억 원)

⚫ 1개 후보물질 L/O 당 $350 M (4,200억 원)

기술 L/O

글로벌 Top13 제약사

최종 검증시험 통과Screening을 통해 후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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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Top3 제약사와 계약체결」의 의미 및 향후 진행/일정

TSDT 플랫폼은 확장성 (Therapeutic Applicability)이 매우 높음: 

항체, 단백질, 펩타이드, DNA, RNA 등 모든 약리물질에 적용 가능

다양한 질병군에 대한 복수의 신약후보물질 개발 가능

⚫ Cellivery : 기술 & 물질 L/O

⚫ Top3 파트너 : 지금까지 불가능 했던 분야에서 신약개발 가능

탁월한 R&D 능력을 지닌 글로벌 제약사에서 최종 기술검증시험 (FSA) 성공 시,

예시 (Dicerna + Lilly) 수준 이상의 기술 L/O, 후보물질 L/O 및

지분투자 (Equity Investment)를 기대함

「글로벌 Top3 제약사」에

기술 L/O

Cellivery

TSDT 플랫폼기술

최종검증시험

통과



4. 사업 및 개발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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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 RELATIONS 2019

Takeda (Global Top 16)

Too Good To Be True… Feasibility Study!

4. 사업 및 개발 (Business & Development)

⚫ 현재 단계:

후보물질 공동개발 계약체결

⚫ 계약 목적: 

운동실조증 치료제 개발로
TSDT 검증 중

⚫ 최종목표: 

✓ 운동실조증 치료제 L/O
✓ TSDT L/O

⚫ 현재 단계:

검증시험 계획서 수령

⚫ 계약 목적: 

TSDT 검증

⚫ 최종목표: 

TSDT L/O

B 社 (Global Top #)

⚫ 현재 단계:

8월 말 Go/No-Go 결정 예정

⚫ 계약 목적: 

⚫ 최종목표: 

지난 IR (2019.08.28, 서울드래곤시티) 에서 「B」&「C」社로 표시된 글로벌 제약사

C 社 (Global Top #)C 社 (Global Top #)

「B」社 Update

⚫ 현재 단계:
3단계 최종 검증시험 (FSA)
계약체결 (2019년 10월)

⚫ 계약 목적: 
자사의 이미 확립된 scFv Ab에
TSDT를 적용해 플랫폼기술
검증 (계약기간: Confidential)

⚫ 최종목표: 
기술 L/O

글로벌 Top 3 제약사

CONFIDENTIAL

「C」社 Update

⚫ 현재 단계:

Go 결정

다음 단계 진행 중

⚫ 계약 목적: 

⚫ 최종목표: 

TSDT L/O

C 社 (Global Top #)

CONFIDENTIAL

「TAKEDA」社 Update

⚫ 현재 단계:

✓ 2020.02 최종 동물시험 예정
✓ 완료 후 다음 단계 (L/O) 진행

⚫ 계약 목적: 

운동실조증 치료제 개발로
TSDT 검증 중

⚫ 최종목표: 

✓ 운동실조증 치료제 L/O
✓ TSDT L/O

Takeda (Global To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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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및 개발 (Business &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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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 RELATIONS 2019

Top Journal에 SCI급 논문 발표 진행 중

D 社 (Global Top #) E 社 (Global Top #)

⚫ 현재 단계:

계약서 및 검증시험 계획서 수령

⚫ 계약 목적: 

iCP-Parkin 효능검증

⚫ 최종목표: 

iCP-Parkin L/O

⚫ 현재 단계:

서류 검토 중 (3차)

⚫ 계약 목적: 

⚫ 최종목표: 

지난 IR (2019.08.28, 서울드래곤시티) 에서 「D」&「E」社 로 표시된 글로벌 제약사「D」&「E」社 Update

⚫ 현재 단계:

Deal Structure 재작성 중

계약금+마일스톤: 총액 제시 예정 (2019.12)

⚫ 계약 목적: 

iCP-Parkin 우선권 확보

⚫ 최종목표: 

iCP-Parkin L/O

⚫ 현재 단계:

O월 O일 당사 방문 확정

⚫ 계약 목적: 

⚫ 최종목표: 

iCP-Parkin L/O

D 社 (Global Top #) E 社 (Global Top #)

CONFIDENTIAL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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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및 개발 (Business &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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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 RELATIONS 2019

F 社 (China Top 3)

⚫ 1차 제안: 글로벌 L/O 요구 (2018.12)                 → 협상없이 거절

⚫ 2차 제안: 중국 L/O 요구 (2019.01)                    → 협상없이 보류

⚫ 영장류 독성시험으로 안정성 입증 성공 (2019.07) → 보고서 전달

⚫ 최종보고서 분석 후 next step 결정 →

지난 IR (2019.08.28, 서울드래곤시티) 에서 「F」社로 표시된 글로벌 제약사

성공 시 중국 L/O

F 社 (China Top 3)

⚫ 1차 제안: 글로벌 L/O 요구 (2018.12)                 → 협상없이 거절

⚫ 2차 제안: 중국 L/O 요구 (2019.01)                    → 협상없이 보류

⚫ 영장류 독성시험으로 안정성 입증 성공 (2019.07) → 보고서 전달

⚫ 최종보고서 분석 후 next step 결정 →

Toxicokinetics (TK) 요구 자사가 선정한 CRO 에서 분석 못함

성공 시 중국 L/O

「F」社 Update

셀리버리의 글로벌 비임상 분석기관 (Envigo, 스페인, 바르셀로나) 에서 현재
분석중 (10月內분석완료 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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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및 개발 (Business &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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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 RELATIONS 2019

TSDT 플랫폼 및 후보물질들의 가치 상승

⚫ iCP-Parkin :     2차 평가 중

⚫ iCP-SOCS3 :     1차 평가 후 추가실험 요청 & 진행 중

⚫ iCP-Cre :      작성 중

⚫ CP-BMP2 :      작성 중

⚫ CP-ΔSOCS3 :      작성 중

현재 Update

2차 평가 중 -------------------- -

(~7.17 최종 결과 기다리는 중)

추가실험 완료 & 작성 완료 (10.31)

작성 완료

작성 완료



CELLIVERY Therapeutics, Inc.

Headquarter_ F9, 189 Sungam-Ro, Mapo-Gu, Seoul, Korea (K-BIZ DMC Tower) │ Tel (02) 3151-8900 │ Fax (02) 3151-8949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https://m.irgo.co.kr/IR-ROOM/26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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