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sclaimer

본 자료는주주들과의커뮤니케이션및 정보제공을목적으로에스티팜(이하 '회사')에의해작성되었으며이의반출, 복사

또는타인에대핚재배포는금지됨을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에포함된 '예측정보'는개별확인젃차를거치지않은정보들입니다. 이는과거가아닌미래의사건과관계된사항으로

회사의향후예상되는경영현황및재무실적을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젂망', '계획', '기대', '(E)' 등과같은단어를포

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향후경영홖경의변화등에따라영향을받으며, 본질적으로불확실성을내포하고있는 바, 이러핚불

확실성으로인하여실제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기재되거나암시된내용과중대핚차이가발생핛수 있습니다. 또핚, 향후젂망

은본 자료의배부일현재 시장상황과회사의경영방향등을고려핚것으로미래시장홖경의변화와젂략수정등에따라변경될

수있으며, 별도의고지없이변경될 수있음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본 자료의홗용으로인해발생하는손실에대하여회사및 회사의임원들은그어떠핚책임도부담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과실및 기타의경우 포함).

본 문서는주식의모집또는매출, 매매 및청약을위핚권유를구성하지아니하며문서의그 어느부분도관렦계약및 약정

또는투자결정을위핚기초또는귺거가될 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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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설립 후 제약산업붂야의 원료의약품 전문회사로 발전해 온 에스티팜은 90년대말부터 이 붂야의 대표적읶 선도기업으로 자

리매김해 왔습니다.특히 87년 에이즈치료제읶 지도부딘 합성기술을 개발핚 이래 뉴클레오시드 항바이러스제 약물의 원료 및 중간체

생산 개발에 전념해 왔으며, 그 결과 세계 초읷류 제약사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읶 원료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제약사들과 싞약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공정개발 연구에 함께 참여하여 독점적읶 원료공급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FDA를 비롯하여 호주, 읷본, WHO등의 유관기관들로부터 cGMP 읶증을 받은 국제적읶 생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핚국의 대표적읶 제약회사읶 동아쏘시오그룹(동아제약)의 읷원이 되면서 사명(社名)을 ST(Science & Technology) 

Pharm으로 변경하였고, 원료의약 및 의약품 중간체 제조 사업 부문에서의 탁월핚 역량을 통해 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

습니다. 미래를 이끌 새로운 사업읶 핵산 치료제 붂야에서도 가시적읶 성과를 창출핛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

핚 싞약개발과 정밀화학 붂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15년 6월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중 유읷하게 혁싞형제약기업에 재선정되었고, 2016년 6월에는 EU 

cGMP 읶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핚 2016년 11월에는 1억불 수출의 탑 수상과 대핚민국 혁싞기업 대통령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

습니다. 에스티팜은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생명과학붂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읶 수준의 싞뢰받는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으로 도

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EO Message

에스티팜 대표이사 임근 조



에스티팜사업개요

Science &
Technology
Pharm

06 _ 미션, Vision, 핵심가치

07 _ 비전 달성을 위핚 중장기 전략

08 _ 연혁

09 _ 경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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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Vision

미션

핵심가치

비전 2025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핚 끝없는 도전”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번영하는 Global 종합화학기업

( Thriving global chemical company with high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혁신

추구

변화

주도

상호

신뢰

함께

성장

녹색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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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API
사업

Global
종합화학

기업
신약 API CMO(기존 핵심역량 강화)

• Small molecules: HCV(C형간염치료제 원료) 등

• Oligonucleotides: G163(혈액암치료제 원료) 등

• Combi-therapy for NASH*: Evogliptin

• Several global pharmas & biotechs’ NCE

정밀 화학(유기합성 역량 확장)

• HKC-200: 폴리케톤의 핵심 촉매

• 이차전지 전해질, 전해질 첨가제 등

•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

• M&A를 통핚 비유기적 성장

신약 개발(Innovative Virtual R&D)

• 항암제: colon, NSCLC**

• 항바이러스제: HIV, influenza

• 혈액응고방지제: DVT, CAT ***

• 근육이상증치료제
제네릭 APIs(차별화)

• Brand generics: Atazanavir(BMS) 

• 전문화 및 기술적 고난이도 제품 개발

- 항결핵제: 크로세릮, 테리지돈(WHO)

- MRI 조영제(고순도 필요): 가도늄

• 선짂국향 제품 개발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 비알콜성 지방 간염
**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비소세포성 폐암

*** Deep Vein Thrombosis (DVT): 심부정맥혈전증
*** Cancer Associated Thrombosis (CAT): 암관련 혈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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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은 2008년설립된이후현재까지원료의약품젂문기업으로성장하였으며,

2010년동아쏘시오그룹편입이후사업역량을더욱강화하여글로벌기업으로도약을준비하고있습니다.

1983 삼천리그룹 싞광약품 지붂읶수 (‘85년 삼천리제약으로 상호 변경)

1988 Thymidine (에이즈 치료제 중간체) 공급 개시

1992 정밀화학연구소 설립

1994 ~ 1998 시화공장 확장: 1,2공장 (1994), 3공장 (1997), 5공장 (1998)

2007 시화 6공장 준공

2008 유켐주식회사 설립

2010 삼천리제약 읶수

유켐, 삼천리제약 합병 (에스티팜으로 사명 변경)

2012 혁싞형 제약기업 읶증

2013 우수기술연구섺터(ATC) 선정

2015 반월1공장 준공, 반월2공장 동아ST로 부터 영업양수

혁싞형 제약기업 재읶증

7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6 EU cGMP 읶증 획득

코스닥시장 상장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금탑산업훈장 수훈, 혁싞기업 대상 대통령상

연혁



2016년 연간 실적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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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매출 영업이익(률)
2015 2016 YoY

매출 1,381 2,004 45.1%

매출원가 868 1,074 23.7%

매출총이익 513 930 81.4%

판관비 168 154 -8.3%

연구개발비 103 86 -16.5%

영업이익 345 776 125.1%

법읶세전이익 356 805 126.1%

당기순이익 252 614 143.9%

매출원가율 62.9% 53.6% -9.3%P 

매출총이익율 37.1% 46.4% 9.3%p

판관비율 12.2% 7.7% -4.5%p

연구개발비율 7.5% 4.3% -3.2%P

영업이익률 25% 38.7% 13.7%p

법읶세전이익율 25.8% 40.2% 14.4%p

당기순이익율 18.2% 30.7% 1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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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분야별 실적

[단위 : 억원]

제네릭

API

19.9%

2016

분야별 2015 2016 YoY

■ Small Molecule 신약 API 899 1,322 47.1%

■ Oligonucleotide 신약 API 104 206 98.1%

■ 제네릭 API 204 399 95.6%

■ 정밀화학 등 174 77 -55.7%

합계 1,381 2,004 45.1%

매출 비중

OligoNucleotide

신약 API 10.3%

정밀

화학

3.8%

Small 

Molecule 

신약 API

66%

※ 신약 API 매출 1,528억원(비중 76.3%)
수출 1,655억원(비중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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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567

478

312

193
178

16. 2Q 17. 2Q 17. 1Q

매출 영업이익(률)

-18.7%
(YoY)

18.6%
(QoQ)

[단위 : 억원]

’16. 2Q ‘17. 1Q ‘17. 2Q YoY QoQ

매출 698 478 567 -18.7% 18.6%

매출원가 348 253 337 -3.1% 32.9%

매출총이익 350 225 231 -34.1% 2.6%

판관비 38 47 37 -2.3% -20.3%

영업이익 312 178 193 -38.0% 8.6%

법읶세전이익 310 175 206 -33.5% 17.9%

당기순이익 237 134 159 -32.9% 18.4%

매출원가율 49.8% 53.0% 59.3% 9.5%P 6.3%p

매출총이익율 50.2% 47.0% 40.7% -9.5%p -6.3%p

판관비율 5.5% 9.8% 6.6% 1.1%p -3.2%p

영업이익률 44.7% 37.2% 34.1% -10.6%p -3.1%P 

법읶세전이익율 44.4% 36.6% 36.3% -8.1%p -0.3%p

당기순이익율 34.0% 28.1% 28.1% -5.9%p 0.0%p

2017년 2분기 실적

44.7%

34.1%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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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분기 분야별 실적

[단위 : 억원]

제네릭

API

17.1%

2017 2Q

분야별 2016. 2Q 2017. 2Q YoY

■ Small Molecule 신약 API 496 431 -13.1%

■ Oligonucleotide 신약 API 73 31 -57.5%

■ 제네릭 API 101 97 -4.0%

■ 정밀화학 등 28 8 -71.4%

합계 698 567 -18.8%

매출 비중

OligoNucleotide

신약 API 5.5%

정밀

화학

1.4%

Small 

Molecule 

신약 API

76%

※ 신약 API 매출 462억원(비중 81.5%)
수출 486억원(비중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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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표 신약 API CMO 기업, 에스티팜

Scale & Trust

13 _ 글로벌 CMO 수요확대

14 _ 국내 대표 싞약 API CMO 기업, 에스티팜

15 _ 에스티팜의 싞약 API 사업의 특징

16 _ 글로벌 기준 설비

17 _ 글로벌 품질읶증

18 _ 국내 대표 CMO 기업으로 글로벌 서비스 역량 확보

19 _ Small molecule API 매출 및 파이프라읶

20 _ 올리고 핵산 치료제‘시장확대

21 _ 업계 유읷 올리고 핵산 치료제 API CMO 시스템 구축

22 _ 올리고 핵산 치료제 API 매출 및 파이프라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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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23.4 

26.0 
28.8 

32.0 

35.5 

39.4 

43.7 

48.5 

53.9 

59.8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자료: GBI Research,2012

(단위:십억달러)

CAGR 10.8%
91

113

167
190

2008 2012 2017 2020

(단위:십억달러)

* 자료: Frost&Sullivan, 하나대투증권, 핚국싞약개발연구조합, Researchmoz US

<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 전망 >

의약품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CMO 수요확대

 글로벌 CMO 시장 연평균 10.8% 증가젂망(‘08~’18)  글로벌 CMO 시장 수요확대 요읶

CMO 시장 확대의 주요 요읶: Outsourcing 증가

- Global 제약기업의제조비용젃감목적

- 싞약특허만료에따른 Generic 의약품수요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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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준 설비

글로벌 품질 읶증

싞약개발사와의 긴밀핚 협력관계

임상용 원료 공급 경험

상용화 제품의 대규모 생산 경험

 신약 API CMO 진입장벽  국내대표 신약 API CMO 기업, 에스티팜

국내 대표 신약 API CMO 기업, 에스티팜

국내대표

싞약 API CMO

글로벌수준

CMO 서비스

경험풍부

글로벌

cGMP품질읶증

& 설비

글로벌고객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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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vo

Lab-scale

preclinical

Pilot Scale Commercial Scale

Clinical use

Phase 1

Phase 2

Continuous Optimization & Communication with clients

Phase appropriate GMP for New entity & Generic APIs
CMC & DMF preparation and regulatory supports

cGMP
control

Phase 3

Marketed

Process
Optimization

Analytical
methods

Qualification
& Validation

Documentation

*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에스티팜의 신약 API 사업의 특징

 신약API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 CDMO

비교 싞약 API 제네릭 API

국내 경쟁사 1 ~ 2개 수십~100여개

약가 대비 원료 비중
3 ~ 5%

블럭버스터급 ~1%
20 ~ 50%

마진율 20% ~ 50% 10% 내외

임상 비용 없음, 임상시료판매 발생

공급의 안정성
특허만료까지안정적인

매출가능
불안정

 신약API 사업과 와 제네릭 API사업의 비교

농약 등

제네릭 API

신약 중간체

신약 API

[API 업체 발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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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장 반월공장

*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구 분 시화공장 반월공장

토지면적 16,400 m² 28,220 m²

반응기수 64 74

반응기 총 용량 286,100 L 183,760L

Commercial 공장 (생산규모)
1공장, 2공장, 3공장, 5공장, 6공장,

올리고(3,000~7,000L)
섹터1, 섹터2, 합성1동, 2동, 3동

(3,000~7,000L)

Pilot 공장 (생산규모)
Kilo & Pilot Lab

(50~100L, 200~500L)
섹터3, 섹터4, 합성2동(B 라읶)

(500~2,300L)

글로벌 기준 설비: 시화공장 및 반월공장

 에스티팜 cGMP공장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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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S : Environmental, Health & Safety

글로벌 품질인증: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EHS Program
Initiated;

On-Site Visit 
(GS)

HPRA (EU cGMP)
WHO

Korean GMP

DMF Type II for API (US DMF No.13181)
BGMP by KFDA

DMF Type I for Sihwa factory (US DMF No.10734)

US-FDA

KFDA
(한국)

ANVISA
(브라질) 

US-FDA
(미국)

EDQM
PMDA (읷본)

TGA PAI (호주)

EDQM/WHO
(유럽)

US FDA
PMDA PAI

KFDA 
(반월)

ISO 14001 
(BSI)

2nd EHS Audit 
(GSK) 

1st EHS Audit
(GSK)

EHS Audit 
(GEHC)

3rd EHS Audit 
(GSK)

1st EHS Audit 
(BMS)

4th EHS Audit 
(GSK)

EHS Audit 
(Roche)

1992   1994   1998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1st EHS Audit
(GS)

2nd EHS Audit 
(J&J)

글로벌고객
EHS 
실사

국가별
글로벌
품질읶증

2nd EHS Audit 
(BMS)

1st EHS Audit 
(Merck)



19

글로벌 싞약개발사
(고객사)

개발 후보 물질 발굴

전임상 실험

제형 개발

임상 실험

허가

마케팅 / 판매

대규모 상업적 의약품 생산

GMP 기준의 귺거 자료 작성

임상용 의약품 생산

공정 개발 지원

전임상 실험용 시료 생산

국내 대표 CMO 기업으로 글로벌 서비스 역량 확보

 에스티팜 CMO 사업 특징  에스티팜 CMO 사업 연혁

에스티팜의 글로벌 싞약 CMO 서비스는 단순 위탁생산에서 벗어나

싞약개발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핚 임상단계별 공정개발, 

대규모 상업생산 등 글로벌 수준 CMO 역량 확보

1988~
2004년

에이즈치료제 중간체 Thymidine 공급 (G사)

2000~
2012년

에이즈치료제 Zidovudine API 공급 (G사)

2002~
2012년

B형 간염치료제 Telbivudine 중간체 공급 (N사)

2007~
2015년

C형 간염치료제 RG-7128 임상용 API 공급 (R사)

에이즈치료제 Atazanavir 중간체 공급 (B사)

2013~ C형 간염치료제 상업용 API 공급 (GS사)



1
2

6

2

2
3

1

2

3

2
1

5

1

1 3

2

1

3
2

5

2

2012 2013 2014 2015 2016

R&D

젂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상용화

20

28 36 41
97

167
67

326

358

778

2013 2014 2015 2016

C형갂염치료제 API

C형갂염치료제 중갂체

AIDS치료제 중갂체

기타

(단위:억원)

• 2013년 C형 간염치료제 싞약 출시 후 상업용 API 물량 지속적읶 증가

899

566

455

(단위:건)

• 초기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단계별 CMO 프로젝트 지속 확대

CAGR 42.7%

 Small molecule API 매출실적  에스티팜 단계별 / 시기별 임상 추진현황

Small molecule API 매출 및 파이프라인

8

10 10

14

16

1,322

1,307

2

1

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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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내에서 DNA, RNA와 직접적으로 결합, 질환 연관 단백질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치료제

 2006년 RNAi 기술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이후 신약개발 블루칩으로 급부상

 RNA 치료제는 안티센스 (antisense), siRNA (small interfering RNA), 압타머 (aptamer)

로 구분. Antisense에서 siRNA 신약개발 트랜드 변화 중

 2016년 기준 632개 임상 짂행 중

 시장 고속성장 : ’14년 추정, ‘20년 $1.2B, CAGR 28.4% → 실제 ’17년 $2.5B

 지난 10년간 3,000 억원 이상의 대규모 딜이 총 25건 발생

 블럭버스터 신약 등장(Biogen의 스핀라자, ’16년말 출시, ’17년 예상 매출 2조원)

업체별 RNA 치료제 임상시험

Key players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 확대

 올리고핵산 치료제(Oligonucleotide)

< Market forecast for RNA-based therapeutics>

CAGR 28.4%

1.2 Billion

Source: Allied Market Research (2014)

270 M

(Unit: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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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클레오시드(nucleoside)계

연구 개발 및 생산 노하우

• DNA계열 monomer 전단계

제품 업계 최대규모 공급 실적

제품 구조식 비고

G163

(글로벌 J사)

골수섬유증(혈액암)

치료제API(임상2상용)

올리고

siRNA류 임상시험용 API및 각종 연구용 올리고

Phosphoramidite류

(20여종)
올리고핵심원료 monomer

2’-Deoxy Nucleoside류

(6종)

올리고원료

(Phosphoramidite) 젂구체

monomer

핵심 원료 개발/생산 API 개발/생산

업계 최고
제조기술 및
싞약개발사
네트워크

모듞 단계의
생산이 가능핚
유읷핚 업체

• 가격 경쟁력

• 공급의 연속성

• 품질의 안정성

• 기타 올리고핵산 싞약개발

선도기업 네트워크 확보

 에스티팜, 업계 유읷 올리고 핵산 CMO 시스템 구축  올리고신약 API CMO 품목

업계 유일한 올리고 핵산 치료제 API CMO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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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신약 CMO 파이프라읶 올리고신약 API CMO 매출실적

35
43

34

9

12

70

2013 2014 2015 2016

올리고

모노머
206

104

55
44

(단위:억원)

CAGR 67.3%

올리고 핵산 치료제 API 매출 및 파이프라인

84

122



제품다변화로 사업구조 고도화

Synergy &
Tomorrow

24 _ 글로벌 경쟁력 기반 차별화된 제네릭 API 시장 창출

25 _ 차세대 싞성장동력 사업- 정밀화학싞소재개발

26 _ Innovative Virtual R&D Strategy- 특성화싞약개발젂략

27 _ Innovative Virtual R&D 전략으로 자체싞약 개발

28 _ 싞약 파이프라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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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치료제 CMO로 원료의약품 중간체 공급중

• 오리지널사 특허만료로 원료의약품 읷부 아웃소싱 예상

→ 에스티팜은 싞약 CMO 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제네릭 API CMO 사업자 선정 유리

• 기술/품질 기반 틈새시장 공략 제품 개발

적응증 개발단계 상업화예상시기

MRI 조영제 3종 Lab / Pilot 2017년 ~

CNS(간질) Lab 2018년

당뇨병 Lab 2023년

B형간염 Lab 2018년

AIDS Pilot 2018년

항결핵 Pilot 2017년

• 에스티팜은 특허만료 후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제네릭API가 출시되지 않은

조영제 품목(GBT, GTD, GDT)의 개발로 차별화된 시장 진출

• 단순 API 공급자가 아닌 특수 제형 제안 등 해외 완제 의약품 제조사와

파트너쉽 관계 유지

 제네릭 API 개발 파이프라읶 CMO역량극대화로 브랜드 제네릭 API 개발

글로벌 경쟁력 기반 차별화된 제네릭 API 시장 창출

브랜드제네릭 API란?

특허만료된 제품의원특허보유자인 오리지널완제의약품 제조사에 API 

품목을확대 공급하는것으로, 특허 만료후 오리지널완제 의약품제조사

는가격경쟁력확보를 위해원료의약품의아웃소싱생산 젂홖확대 중

오리지널
완제의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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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014~2016년
(품목다각화)

2단계
2017 ~ 2020년

(신규제품의성장)

3단계
2021 ~ 2025년

(글로벌종합화학회사)

파이프라읶 구축 제품의 핵심역량 강화 종합화학 기업으로 성장

제품명 용도 개발단계

HKC-200 고분자중합촉매 완료

고붂자첨가제 안정화제 Lab

SBPA

젂해질첨가제

완료

SBPB 완료

SBPC 완료

VEC 완료

PRS Pilot

New salt Lab

싞규 첨가제 Lab

LiFSI 젂해질 Lab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 – 정밀화학 신소재 개발

 에스티팜 정밀화학 신소재 개발 파이프라읶 비제약부문으로의 사업영역 확대 -정밀화학

정밀화학사업

석유화학산업의기초화학제품을기반기술인유기합성을통해 의약, 섬

유, 자동차, 젂기, 젂자 등에사용되는핵심 소재를 개발하여공급하는기

술집약적이고고부가가치의지식기반사업

 정밀화학분야 Roadmap

에스티팜진출분야 : 폴리켑톤 고붂자 촉매, 고붂자 안정화제, 

2차전지 전해질&첨가제

• 고붂자 중합 촉매

- H사에서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핚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의 읷종읶 ‚폴리

케톤‛의 핵심 원료읶 고붂자 중합촉매의 자체적읶 개발 및 공급으로 H사의 미

래 vision에 발 맞추어 당사의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육성 중

• 전자재료 (2차전지)

- 휴대전화, 노트북 및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등 다양하게 적용되는 미래 싞성

장 동력사업으로 당사의 풍부핚 유기합성 경험을 바탕으로 싞규전해질, 고체

전해질 및 첨가제에 대해 국내 다수의 업체와 공동개발 및 공급을 추진 중

향후진출분야 : White Bio, 유기 태양광 소재



27

Innovative Virtual R&D Strategy – 특성화 신약개발 전략

 Virtual R&D 젂략으로 저비용/고효율의 자체신약 개발

에스티팜의 Virtual R&D란?

소수의 핵심 연구 역량으로 다양핚 외부 싞약과제들을 조사 붂석하여

공동연구 혹은 in-licensing의 형태로 싞약을 개발하고 에스티팜의 다

양핚 국내외 네트워크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읶

out-licensing를 추구하는 싞약 개발 전략

→ 오픈이노베이션을통한효율적인싞약연구및 개발

→ 연구투자비의최소화및 개발기간의 단축

→ 초기임상단계부터 out-licensing, joint venture, 공동개발등

다양한개발 전략추진

→ 싞약 API CMO 사업과연계된시너지효과 창출

근육이상증치료제분야

 SMAD4 Inhibitor (노읶성 귺감소증)

 SARM Antagonist (뒤섺귺위축증) 

기타치료제분야

 Oral Heparin (심부정맥혈전증)

항암치료제분야

Tankyrase Inhibition (대장암)

SAE Inhibition (유방암)

Oral Heparin (췌장암)

감염치료제분야

 NC HIV Integrase Inhibitor (AIDS)

 Entero Virus (수족구병)

 Clofazimine (결핵) 

 MDR-TB (결핵)

Innovative

Virtual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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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약개발분야 협력연구기관 기술특징 개발단계(2016년 6월 현재) (전)임상단계진입 시기

대장암 치료제 아산병원
텐키라제(tankyrase)효소저해제를이용하여미충족 수요홖자
굮인 KRas 돌연변이유젂자형홖자와 어비툭스무반응홖자를
치료핛수 있는대장암 치료제개발

젂임상단계 2018년

심부정맥혈전 치료제
서울대학교

B&L Deli Pharm

기졲주사제의 부작용과불편함을해소핚싞개념의 효과적이고
안젂핚경구용 헤파릮으로항응고제에서췌장암치료에이르기
까지다양핚 적응증에적용핛수 있는 치료제개발

젂임상단계 2018년

AIDS 치료제 핚국화학연구원
기졲에이즈 치료제들의내성을극복핛 수있는 새로운작용 기
젂 (non-catalytic site integrase inhibition)을 이용핚 혁싞싞
약개발

젂임상단계 2018년

노읶성 귺감소증 치료제 핚국생명공학연구원
귺육세포의분화감소와 관렦된 SMAD4 유젂자의발현을특이
적/효과적으로억제하는 miRNA기반의노인성귺감소증
(Sarcopenia)치료제 개발

후보물질도출 2019년

항바이러스 치료제 핚국화학연구원
메르스, 인플렌자, 수족구병, 소아마비 등의 항바이러스치료
제개발을위핚다양핚 핵산라이브러리보유

후보물질도출 2020년 이후

 에스티팜 주요 신약 개발 현황 및추진 읷정

Innovative Virtual R&D 전략으로 자체신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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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linical Clinical Trial Phase I Lead Phase IIa

Infectious Diseases 

Others

Oncology

Muscular Disorders

*       Out-licensing

**     Co-development

 2018 ~ 2020 에스티팜 신약 파이프라읶

TNKS Inhibition I *
(Mono-Therapy)

TNKS Inhibition II *
(Combi-Therapy)

TNKS Inhibition III *
(Back-up series)

TNKS Inhibition IV
(New indications)

SMAD 4

Entero/Rhino Virus

Influenza Virus

MDR-TB ** 

Oral Heparin II

Oral Heparin *

NC HIV Integrase
Inhibition ** 

신약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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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현황

 보호예수 현황

 주주구성(2016.12.31 현재)

1% 미만

소액주주

33.8%

18,656,000주

BRV Lotus
6.4%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

52.1%

우리사주조합
4.8%네오플럭스

1.5%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동아쏘시오홀딩스 6,096,552 32.7%
최대주주

(지주회사)

강정석 2,844,621 15.2% 지주회사임원

수석문화재단 171,600 0.9% 재단법인

임귺조 외 6읶 610,925 3.3% 당사임원

계 9,723,698 52.1%

보호예수주식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만료일

우리사주 892,988 4.8%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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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 2015 2016

유동자산 56,771 95,779 224,875

비유동자산 85,602 136,588 142,903

자산총계 142,373 232,367 367,779

유동부채 82,447 108,227 51,473

비유동부채 2,746 13,266 3,060

부채총계 85,193 121,493 54,534

자본금 4,191 5,891 9,242

주식발행초과금 2,635 26,222 170,032

기타자본구성요소 -1,162 2,725 -24

이익잉여금 51,516 76,036 133,994

자본총계 57,180 110,874 313,245

구분 2014 2015 2016

매출액 96,540 138,052 200,362

매출원가 75,665 86,785 107,370

매출총이익 20,875 51,267 92,992

판매관리비 11,146 16,795 15,408

영업이익 9,729 34,472 77,583

기타수익 6,022 6,914 419

기타비용 295 279 2,155

금융수익 1,426 1,803 8,145

금융비용 7,403 7,308 3,497

법읶세차감전순이익 9,479 35,602 80,495

법읶세비용 4,013 10,413 19,069

당기순이익 5,466 25,189 61,426

(단위:백만원) (단위:백만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요약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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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무비 율
회사

2014 2015 2016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14.6% 43.0% 45.1%

당기순이익 증가율 -26.7% 360.8% 143.9%

총자산 증가율 22.9% 63.2% 58.3%

활동성

총자산 회전율 0.67회 0.59회 0.54회

재고자산 회전율 2.76회 2.35회 2.19회

매출채권회전율 6.34회 10.4회 14.9회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10.1% 25.0% 38.7%

매출액 순이익율 5.7% 18.2% 30.7%

자기자본 순이익율 9.6% 22.7% 19.6%

안정성

유동비율 68.9% 88.5% 436.9%

부채비율 149.0% 109.6% 17.4%

차입금의졲도 23.0% 25.5% 0.04%

주요 재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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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해설

용 어 내 용

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원료의약품으로 싞약 및 제네릭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핚 원재의 총칭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생산대행, 계약생산을 말함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선짂GMP'로도 부름

핵산 (Nucleic Acid)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들어 있는 고분자 유기물의 핚 종류로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

제네릭 (Generic) 복제 합성의약품. 특허 만료된 합성의약품을 분석해 복제핚 약물을 칭함

DMF (Drug Master File) 원료의약품 싞고제도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핚 여러 요건을 구체화핚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젂반에 지켜야 핛 규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Oligonucleotide) 뉴클레오티드 분자가 수 개 내지 십 수 개 결합하여 형성된 중합체. 중합체는 분자가 중합하여 생기는 화합물을 뜻 함

RNA 핵산의 일종으로, 유젂자 본체인 디옥시리보 핵산(DNA)이 가지고 있는 유젂정보에 따라 필요핚 단백질(protein)을 합성핛 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고분자 화합물

뉴클레오시드
(Nucleoside) 염기와 당이 N-클리코시드결합으로 결합된 화합물로 핵산을 구성하는 성분. 글리코시드결합은 1개의 당분자와 또 다른 1개의 당분자의 탄소 사이 연결이
산소원자에 의해 연계되는 화학적 결합을 뜻함

안티섺스 (Antisense) 15~21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짂 인공적으로 만든 짧은 DNA

siRNA
(작은 갂섭 리보핵산) 15~30 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짂 두 가닥의 짧은 RNA로서, 유젂자의 단백질 정보를 갖고 있는 젂령 리보핵산(messenger RNA; mRNA)에
염기서열을 특이적으로 결합핚 다음, mRNA를 분해해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기능

miRNA (마이크로RNA) 21개 내외의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짂 RNA로서, 생체내에서 생물의 유젂자 발현을 제어하는 역핛을 수행

압타머
(Aptamer) 단일, 이중 나선의 형태로 이루어짂 짧은 DNA 또는 RNA 구조의 물질로서, 안티센스나 siRNA와는 달리, 타깃 단백질과의 3차원적 결합을 통해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역핛을 수행

Kynamro 고지혈증 치료제로서, 2013년 시판승인된 안티센스 계열의 핵산치료제

Macugen 황반변성 치료제로서, 2004년 시판승인된 압타머 계열의 핵산치료제

적응증 어떠핚약제나 수술 따위에 의하여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

고붂자촉매
고성능금속 촉매를 고분자에 고정화시키거나 콜로이드상으로 안정화시켜 사용하는 촉매. 고분자 촉매는 고분자 특유의 기능을 이용핚 촉매인데, 높은 선택성
(목적하는 화합물이 생성되는 비율)을 가지면서 단독으로는 사용핛 수 없었던 금속 촉매를 고분자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용을 가능하게 핚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