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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엠큐렉스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의 열람은 아래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증권거래 법률에 대한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성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
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
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
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
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자료 게재일을 기준으
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자문역 또는 관계자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
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자료는 주식의 매매 및 투자를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
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의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 배포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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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회사 개요 및 경영진

회사 개요

“mRNA+Cure+X[Acce]lerating”
mCureX
➢ mRNA 기술 기반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
➢ 독자적 mRNA 분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신속한 mRNA 백신 및 치료제 개발

➢ 관계사 OliX 및 OliX US의 핵산 치료제 연구개발 전주기 역량 협력

핵산 치료제 기반 기술

mRNA 분자 플랫폼 기술

핵산 치료제 합성/분석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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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 핵산 치료제 기반 기술, 전임상•임상 개발, 기술 사업화 등 전주기 역량을 갖춘 경영진 구성
➢ 최고기술책임자 (신동원 박사): 20여년간 mRNA 및 올리고 핵산 연구경력을 가진 mRNA 분야 최고 전문가

홍선우

l CEO

이동기

l Chairman of the Board

• 엠큐렉스 CEO

• 올릭스 CEO

• 올릭스 기업부설연구소장

•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교수

• 동국대 연구교수

• 美 코넬대학교 생화학 박사

• 포항공대 화학 박사

신동원

l CTO

• 美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
핵산화학/유기화학 박사

강충길

l COO

• KAIST 경영과학 학사/석사
• 올릭스 COO

• 美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
올리고 핵산 및 mRNA 연구
• OliX US, Chemistry 총괄

• 금호그룹, 파워로직스 이사
• L&S 벤처캐피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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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2021년
9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생산 착수

8월

엠큐렉스 – 툴젠, mRNA 유전자치료제 개발 업무협약 체결

7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도출 완료

6월

Pre-Series A 투자 유치, 독자 mRNA 플랫폼 개발 완료

4월

엠큐렉스 – 삼양홀딩스, mRNA백신 관련 업무협약 체결

3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mRNA 플랫폼 연구개발 개시

1월

엠큐렉스 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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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자문단

➢ Anton McCaffrey: 30여 년 연구 경력의 mRNA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조 분야 전문가
➢ Gunther Hartmann: 27여 년 연구 경력의 핵산 치료제와 인체면역시스템 분야 전문가

Anton McCaffrey Ph.D
• President at 2 Prime Consulting
• Senior Director of Research &
Development, Biology at TriLink
Bio Technologies, Inc.

Gunther Hartmann MD
•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Clinical
Chemistry and Clinical Pharmacology
at the University Hospital of the
University of Bonn
• Co-founder of Rigontec GmbH

mRNA 등 핵산 치료제 분야 기반기술/전임상/임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원진 및 과학기술 자문단을 통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mRNA 백신 및 치료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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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Technology
mRNA 신약 기술 및 개발 전략

중심원리 (Central Dogma)와 신약 기술
DNA 복제

■

DNA→DNA

Central Dogma: 유전 정보가 흐르는 과정에서 DNA, RNA,
단백질의 기본적인 기능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원리.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사되고 세포질에서 RNA의

DNA

정보에 따라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져 생물의 형질이 발현
되는 생명 현상의 기본 원리.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전사

■

DNA→RNA

DNA: 유전자 정보 보관
RNA: 유전자 발현 중간 매개체
단백질: 유전자 발현 최종 산물. 생명 현상은 단백질의 활성
에 의해 유지 및 조절

RNA

번역

■

RNA→단백질

단백질

1세대 신약 기술 (저분자 화합물):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
을 표적하여 활성 조절을 통한 치료 효과

■

2세대 신약 기술 (Biologics): 다양한 공정을 통해 직접 단백

질을 합성. 합성된 단백질의 활성을 통한 치료 효과

■

3세대 신약 기술 (핵산 치료제): 유전자 발현 중간 매개체인
RNA에 작용.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 (siRNA 신약 기술) 또

※Source: Genome Research Limited

는 유도 (mRNA 신약 기술)하여 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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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신약 기술 개요
“mRNA 신약 기술”
3세대 신약 기술 (핵산 치료제)

치료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체 내 기전을 통해 생성하는 기술
mRNA 투여를 통해 모든 단백질 및 항원 (백신) 생성 가능

효소반응으로 합성된 mRNA를

신속한 신약 후보물질 도출 및 대량생산 가능
(3~5개월)

치료제 및 백신으로 이용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신약물질 단기간 제작 가능

아미노산 서열이 알려진

2020년 최초로
mRNA 백신 미국 FDA 승인 (EUA)

모든 단백질 생성 가능

질병 관련 단백질의 생성을
특이적으로 유도

Pfizer/BioNTech ｜ BNT162b2 ｜ 2020년 12월 by FDA
Moderna ｜ mRNA-1273 ｜ 2020년 12월 by FDA

원천기술 및 세포 내 전달기술
확보 기업 중심으로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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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신약 기술 특징

mRNA 합성 및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Scale-up 가능

mRNA 합성은
DNA template을 사용한
in vitro 효소 반응

대량생산을 위한
신속한 공정 개발 가능

GMP-grade
mRNA 생산을 위한
생산 재료 확보 용이

mRNA 정제 및 분석법
개발 노하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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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신약 기술 핵심 요소
“mRNA 분자 구조 기술, mRNA 전달체 기술, mRNA 생산 기술, 상업화 기술”

1

2

1

mRNA 분자 구조 기술

병원체

병원체 게놈 분석

•

mRNA 생산을 위한 DNA
template 설계 기술

•

mRNA 분자 염기서열
설계 기술

•

5’ Capping 기술

•

변형 뉴클레오시드 기술

바이러스 염기서열 확보
mRNA
백신 설계

4

3

2

mRNA 전달체 기술
접종

GMP 생산

4

파일럿 생산 및 프로세스 검증

•

표적 조직 전달을 위한
mRNA 전달 기술

3

•

mRNA 제형화 후 안정성
확보

mRNA 생산 기술

상업화 기술
•

GMP 생산

•

mRNA 생산 및 정제 기술

•

허가 및 판매

•

프로세스 Development

•

mRNA 분석 기술

Modified from “Maruggi, Giulietta, et al. Molecular Therapy 27.4
(2019): 75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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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큐렉스 mRNA 신약 개발 전략
기존 특허 회피 및 전략적 기술 도입으로 상업화 및 신속 개발 가능 mRNA 플랫폼 기술 확보

• mRNA 생산을 위한 DNA template 설계 기술

mRNA
분자 구조 기술
(자체 확보)

• mRNA 분자 염기서열 설계 기술
• 5’ Capping 기술
• 변형 뉴클레오시드 기술

전달체 기술
(외부협력)

• 표적 조직 전달을 위한 mRNA 전달 기술

mRNA
생산 기술
(자체 확보)

• mRNA 생산 및 정제 기술

• mRNA 제형화 후 안정성 확보

• 프로세스 Development

• 기존 특허 회피 설계 용이
• 스크리닝을 통한 최적 염기서열 확보

• 기술도입/내부개발 통한 FTO 확보
• 특허 분석 통해 사용 가능 기술 확보

• FTO 확보된 타 기관과 외부협력

• 엠큐렉스 자체 기술 및 노하우 보유

• mRNA 분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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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큐렉스 변형 뉴클레오시드 기술

➢ FTO (Freedom-To-Operate, 실시자유)가 확보된 변형 뉴클레오시드 발굴

•

외부에서 유입된 mRNA는 생체 방어 기작의 일종인 선천성 면역반응을 유도

•

선천성 면역반응에 의한 mRNA 분해 촉진 및 단백질 번역 억제로 mRNA의 효력 저하

•

과도한 면역반응 유도는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

•

mRNA에 화학적 변형을 도입하여 효력 향상 및 부작용 감소

•

화이자 및 모더나의 코로나19 mRNA 백신은 특허로 보호되는 메틸수도유리딘으로 변형된 mRNA 사용

•

엠큐렉스는 기존 특허를 회피함과 동시에 FTO가 확보된 변형 뉴클레오시드 플랫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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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큐렉스 mRNA 치료제 개발 역량
플랫폼 연구개발부터 비임상 시험까지 연구개발 전 주기에 대한 자체 역량 확보

•

siRNA chemistry 연구

•

효력 및 독성 개선

•

지적재산권 확보

•

표적장기 별 in vitro
스크리닝 시스템 개발

•

동물 질환 모델 확립

•

독성시험 전문인력

•

표적유전자 억제 효력
분석법 확립

•

다양한 투여경로 확보

•

국내외 네트워크

•

유효성 분석법 개발

•

IND 패키지 구성

플랫폼 연구개발

•

mRNA chemistry 연구

•

IVT 방법 연구

•

지적재산권 확보

후보 물질 도출

•
•

유효성 평가

표적장기 별 in vitro
스크리닝 시스템 개발

•

올릭스와 공동연구로
확립된 시스템 활용

표적유전자 발현 효력
분석법 확립

•

유효성 분석법 개발

비임상 시험

•

올릭스 노하우 활용

•

단기간에 전문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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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Potential
글로벌 mRNA 신약 시장전망

엠큐렉스 플랫폼 기술의 범용성/확장성
코로나19 백신 (MCX101) 프로그램
향후 파이프라인 확보 계획
투자 유치 실적

글로벌 mRNA 신약 시장전망

※ Source :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20, 735-736 (2021)

•

글로벌 mRNA 신약 시장은 2025년까지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중심으로 성장 예상

•

코로나19 외 예방백신, 치료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의 증가에 따라 2035년에는 230억 달러(약 2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하는 예방 백신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예상

•

mRNA의 전달성 및 안정성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광범위한 분야로 mRNA 기술이 응용 · 확장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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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mRNA 신약 시장전망
코로나19 백신의 2021년 연간 매출 전망으로 모더나는 192억 달러(약 22조 원), 화이자는

260억 달러(약 30조 원)를 제시했으며 비(非)코로나19 mRNA 백신 및 치료제 시장도 성장 예상

■

기출시 코로나19 mRNA 백신 매출 현황
• 모더나 (mRNA-1273) : 지난해 매출액 8억 달러에 그쳤으나, 올해 1분기 매출 19억 3,700만 달러 (약 2조 2천억 원)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50배 증가. 2021년 연간 코로나19 백신 매출 전망은 192억 달러 (약 21조 8천억 원).

• 화이자 (BNT162b2) : 지난해 4분기 코로나19 백신으로만 매출액 1억 5,400만 달러 (약 1,748억 원) 기록.
2021년 연간 코로나19 백신 매출 전망은 260억 달러 (약 29조 5천억 원).

※ Source : Pharmaceutical technology

■

비(非)코로나19 mRNA 백신 및 치료제 시장은 2026-2031년 95.49%의 CAGR로 성장 예상

※ Source : BIS Research Inc. (Global mRNA Vaccines and Therapeutics Market: Focus on Application, mRNA Type, Country Data
(13 Countries), and Competitive Landscape - Analysis and Forecast, 202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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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Pipeline : 코로나19 백신 (MCX101) 개요
코로나19 백신 국내 생산 플랫폼 구축 및 변이 바이러스 대응
■

치료제 개요
표적 단백질

적응증

투여방법

진행상황

SARS-CoV-2 S protei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근육 주사

후보물질 도출 완료
임상시험용 원료의약품 생산 개시
개발 파트너 탐색 (후기임상 및 상업화)

▶ 코로나19 발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현 시점에도 세계적 대유행 지속 (매일 신규확진자 330k–740k명 · 사망자 5k-12k명 발생)
▶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발생 및 유행
▶ 코로나19 백신은 2020년 12월 최초로 FDA로부터 긴급사용 승인되었으나, 백신의 공급 편중 현상 심각

▶ 국내 mRNA 백신 생산 플랫폼 구축 및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 필요

■

개발 현황 및 계획

▶ 코로나19 원형 및 변이형 바이러스의 S 단백질을 항원으로 하는 mRNA 백신 디자인 완료
▶ 실시자유도(FTO)를 가지는 mRNA 분자 기술 확립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도출 및 동물모델에서 우수한 면역원성 확인
▶임상시험용 원료의약품(API) 생산 중
▶ mRNA 백신 기술의 특장점인 신속한 개발 및 우수한 예방효과 달성 목표
▶ 2022년 상반기 GLP Tox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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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MCX101) 개발 전략
엠큐렉스 mRNA 분자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단계별 전략적인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코로나 19 백신 신속 개발 및 상용화 달성

mRNA 분자 플랫폼 기술

mRNA 후보물질

전달체 개발

외부협력

유효성 평가

mRNA 전달체 기술

비임상 개발

외부협력

임상 개발

생산/허가/판매

GMP 대량 생산, 허가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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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큐렉스 플랫폼 기술의 범용성/확장성
플랫폼 기술 기반 신속한 후보물질 선정
이론적으로 모든 유전자에 대하여 높은 효율로 단백질 발현 가능

■

엠큐렉스 mRNA 플랫폼의 확장성
Drug Sequence 변경

ORF
AAAA
Drug Sequence

표적 질환

AAAA

질환 A

AAAA

질환 B

AAAA

질환 C

…

…

…

표적 단백질에 따라 mRNA의 염기서열
변경만으로 후보물질 도출 가능

표적 단백질

후보물질 선정기간 획기적 단축

모든 단백질 표적 가능

염기서열 기반 후보물질 도출

단시간/저비용으로 다수 파이프라인 확보 가능

1,2 세대 신약개발 기술 대비 획기적 단축

파이프라인의 조기 기술이전 &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전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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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파이프라인 확보 계획
코로나19 백신을 시작으로 다양한 감염성 질환 대상
백신 개발 플랫폼 기술 확립 후 치료제 분야 확장

분야

백신

2021년

2022년

프로그램

적응증

MCX101

코로나19

MCX10X

독감 등 감염성 질환

● Lead discovery 착수

MCX10X

암

● Lead discovery 착수

MCX201

호흡기 질환

MCX202

간 질환

1H

2H

1H

2H

● Lead discovery 개시 ● Pre-clinical 진입

● Lead discovery 착수

치료제
● Lead discovery 착수

* 2022년 내 총 5종 이상 파이프라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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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실적
2021년 6월, 총 65억 원 규모의 Pre-Series A 투자를 유치하여
COVID-19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자금 확보

■

투자 유치 개요
구분

투자금액

재무적투자자 (FI)

45억 원

전략적투자자 (SI)

20억 원

총계

65억 원
(출처 : 한국경제TV 2021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

자금 활용 계획

▶ COVID-19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R&D 비용 (플랫폼 기술 , 후보물질 도출, 효력 · 독성 시험 및 CMC 등)
▶ 시설장치를 비롯한 연구 설비 도입
▶ 그 외 관련 연구개발 자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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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엠큐렉스 주식회사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5, 6층(삼평동, 업무 B동)
#6F, 225-15, Pangyoyeok-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494,
Republic of Korea
대표전화: 031-781-9077
FaX: 031-781-9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