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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멥신은 항체치료제 개발 전문 바이오벤처 기업으로서, 2008년 창업이래 항

암 항체신약 개발에 매진하여 타니비루맵(Tanibirumab) 및 PMC-001의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후속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함으

로써, 2021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바이오신약을 출시하고 글로벌 생명공학기

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Avastin Cyramza Tanibirumab

First in class!
Best in class!

2004

Making Avastin
Into history!

2019?

Making Cyramza
Into history!

2021?

Making Cancer
Into history!

2025?

<< << DIG-bodyTM<<<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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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I-1. 회사개요

I-2. 기업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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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회사개요

설립일 : 2008.09.03

임직원수: 27명

본사 :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 307호

연구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K-Bio 6층

자본금 : 2,994,485,500원 (2018.10. 현재)

사업분야: 치료용 항체의약품 개발

석·박사 인력
70%

• 사명(Company Name): 항체(Monoclonal Antibody, mAb)
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Medicine)을 연구개발 및 판매
하는 제약회사(Pharmaceuticals)

• 모토(Motto):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항체치료제(Antibody Therapeutics
for Life)” 제공

27명

박사
5명
18%

석사
14명
52%

학사
4명
15%

전문학사
4명
15%

대전 본사

오송 R&D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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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기업연혁

2008.09.
(주)파멥신 설립

2009.1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1.09.
녹색기술인증

2014.03.
INNOBIZ인증

2008.10.
제 1회 GATE 
프로젝트
대상 수상

(Novartis, KOTRA, 
KHIDI,)

2013.09.
타니비루맵
임상1상 완료

2009.09.
Series A 6백만불

(OrbiMed, NVF, 녹십자 등)

2011.07.
타니비루맵
IND 승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03.
벤처기업인증

2012.04. ~ 2013.06.
Series B 100억

(NVF, 한화, 미래에셋, KB 등)

2015.01.06
코스닥기술특례상장
기술성평가 통과

2015.03
Series C 20억

(IMM)

2014 2015

2014.03 ~ 2014.12
타니비루맵 & PMC-001

해외기술이전
(3SBio, Triphase, xx제약)

2015.09.
두뇌역량우수
전문기업 인증

2016

2015.12.18
코스닥기술특례상장
기술성평가 통과

2016.02
타니비루맵
재발성 뇌종양

호주 임상2a상 개시

2016.04.~06.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및 평가
(미승인) 

2016.04
Series D 30억

(유한양행)

2017

2017.06
타니비루맵
재발성 뇌종양

호주 임상2a상 완료

2017.08
Series E1 9억

(동부증권)

2017.10
Series E2 10억

(KB증권)

2017.11
Series F 40억
(네오, 메리츠)

투자유치 총액 (2008~2017): 약 280억
기술이전 건수 (2008~2017):  총 5 건 (TTAC-0001, PMC-001, PMC-003)
선도 파이프라인 : 타니비루맵 재발성 뇌종양 임상2a 완료 (호주)
기술성평가 2회 통과, 코스닥심사청구 미승인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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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및기술인력소개

II-1. 경영진

II-2. 사외이사 및 주요 주주

II-3.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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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진 / 경력

II-1. 경영진

유진산/CEO & President, 괴팅헨/막스플랑크연구소, 이학박사

- HHMI at Stanford Med. Ctr. & The Scripps Research Inst. (1996~2001)

- LG생명과학 (2001~2006)

- KRIBB (2006~2009)

- PharmAbcine (2009~현재): 2014 산자부 장관 표창/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16 식약처장 표창

2017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 바이오 분과장

2017~2018 한국 식약처 전문기획위원

2017~2019 EU 산하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DQM) MAB expert 한국대표

이원섭/이사, 연구소장, KAIST, 이학박사

- 뉴욕주립대 (2004~2006)

- KRIBB (2006~2008)

- PharmAbcine (2008~현재): 2015 국가연구개발 최우수과제 과제책임자

2015 미래부 장관 표창

김성우/이사, CFO/BD Director, KAIST, 이학박사

- ㈜에이스바이오텍 (2002~2007)

- KRIBB (2007~2008)

- PharmAbcine (2008~현재): 2014 산자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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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주요 주주

II-2. 사외이사 및 주요 주주

과학자문위원 (SAB)

홍완기/과학자문위원장/연세대 의대/M.D. Anderson Cancer Center 종양의학분과장

남도현/과학자문위원/서울대 의대, 의학박사/삼성서울병원 난치암사업단장

신동문/과학자문위원/연세대 의대/에모리대 Winship Cancer Institute 부소장

안세헌/고려대, 이사/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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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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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보유기술및기술제품소개

III-1. 주요 보유기술 개요

III-2.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TTAC-0001

III-3.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TTAC-0001

III-4.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PMC-001

III-5.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PMC-001

III-6. 기타 기술제품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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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주요 보유기술 개요

관련사업부문 평가대상핵심기술의 명칭 주요 제품 및 상품

1 완전인간 항체치료제 개발기술 TTAC-0001, PMC-309, PMC-402 등

2 이중표적 항체치료제 개발기술 PMC-001, PMC-122, PMC-201 등

완전인간 항체치료제 개발기술

1. HuPhage Library 및 Biopanning 기술을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HuPhage Library

Diversity > 1011

Innovative Biop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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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주요 보유기술 개요

완전인간항체 치료제 개발기술

2. 선별된 scFv Phage로부터 완전인간항체 제작

1. TTAC-0001
2. PMC-309
3. PMC-402
4. PMC-003
5. PMC-0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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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주요 보유기술 개요

이중표적 항체치료제 개발기술

DIG-bodyTM

TIG-body

PIG-bodyTM

anti-CD3

1st target 1st target
1st target 1st target

1st target 1st target2nd target2nd target

2nd target2nd target

2nd target 2nd target

1. PMC-001
2. PMC-122
3. PMC-201

PIG-KM
anti-CD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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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주요 보유기술 개요

암 환자 유래 줄기세포를 활용한 유효성 평가시스템 및 그 활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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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주요 보유기술 개요

3G Expression Syste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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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TTAC-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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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TTAC-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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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TTAC-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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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re still dying by cancer!

III-2.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TTAC-00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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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ll marketed anti cancer drugs have limitation?

1. Inefficient delivery of drug to tumor site due to disorganized tumor vessel

2. Immuno-supressive environment of tumor microenvironment (TME)

3. Anti-Apoptotic mechanism of neoplastic and cancer stroma

4. Drug resistance mechanism by alternative pathways, MDR families, 

Notch pathways, and various mutations.

III-2.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TTAC-00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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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 VESSEL?

III-2.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TTAC-00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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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TTAC-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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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TTAC-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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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TTAC-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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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 IMMUNE MODULATION?

III-2.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TTAC-00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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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TTAC-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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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model showing that lower-dose DC101 treatment reprograms the tumor microenvironment from 

immunosuppressive to immunosupportive and potentiates cancer vaccine therapy. Abnormal tumor vasculature 

creates a hypoxic tumor microenvironment, which impedes the infiltration of T effector cells into the tumor and 

polarizes TAMs to the immune-inhibitory M2-like phenotype that suppresses the function of T effector cells. 

Lower-dose antiangiogenic treatment normalizes the tumor vasculature and generates a homogeneous 

distribution of perfused tumor vessels, which promotes the infiltration of T effector cells, redirects TAMs to an 

immune stimulatory M1-like phenotype, and thereby substantially improves the anticancer efficacy of a cancer 

vaccine therapy. Conversely, high-dose antiangiogenic treatment prunes tumor vessels, increases hypoxia, 

fails to induce TAM M1-like polarization, and restricts the infiltration of T effector cells into tumor parenchyma, 

resulting in impaired cancer vaccine therapy. http://www.pnas.org/content/109/43/17561/F7.expansion.html

III-2.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TTAC-00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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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 Angiogenesis

• 신생혈관형성 기작은 다양한 암종에

서 질병의 진행에 상관관계가 있다. 

• 특히, 신생혈관형성 기작은 대장암, 

폐암, 유방암, 신장암 등 다양한 암의

좋지 않은 예후와 연관이 깊다. 

• 대부분의 악성 종양에서는 VEGF와

VEGFR2가 과도하게 발현되어 있다. 

• 종양 신생혈관형성에 있어서 VEGF와

VEGFR2 신호기작은 주요한 조절자

역할을 한다.

III-2.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TTAC-00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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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3.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TTAC-0001

기술제품명 항원 개발현황

TTAC-0001 VEGFR2

 2017년 재발성 뇌종양 호주 임상2a 성공적으로 완료

 MOA: 종양 신생혈관형성의 주요 신호전달 루트인 VEGF/VEGFR2 신

호전달 루트를 차단함으로써 종양 신생혈관형성 억제

 2018년 미 FDA 희귀질환치료제 지정(교모세포종)

 2018년 4분기 호주/미국 임상2상 개시 (아바스틴 저항성 재발성 뇌

종양)

 2018년 4분기 Merck와 공동으로 TTAC-0001 + Keytruda 병용투여

호주 임상1b상 개시 (재발성 뇌종양, 삼중음성유방암)

 2018~2019 Merck Research Collaboration Project

 2016 범부처신약개발사업 지원과제

 2017 복지부 글로벌항체치료제 개발사업 지원과제

 대한민국, EU 15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 22개국에 걸쳐 특

허등록 완료

 병용투여 관련 1건 국내 특허출원

 2014 3Sbio社(항암제) 및 국내 제약사(안질환)에 일부 기술이전

주요 연구결과 요약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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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3.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TTAC-0001

비임상 결과 요약

U87-MG, human GBM model. TTAC-0001 shows 
better efficacy than Avastin plus CPT-11

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model (MDA-MB231)

Laser induced choroidal 
neovascularization (CNV) rat 
model. TTAC-0001 was 
administered once after 7 
days after laser treatment 
and measured CNV area with 
BS isolectin. The CNV areas 
were decreased as doses were 
elevated.

Disease Mouse Model Results

A549 lung cancer TTAC-0001 = Avastin

MCF-7 breast cancer TTAC-0001 > Avastin

MCF-7 breast cancer TTAC-0001 > Avastin

U87-MG glioblastoma 
TTAC-0001 > Avastin

TTAC-0001 > Avastin + CPT11 

Hep3b gastric cancer
TTAC-0001 > Avastin

MDA-MB231 TNBC TTAC-0001 > Avasti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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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3.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TTAC-0001

임상1상 결과 요약

 8코호트 진행 결과 높은 투여용량(24 mg/kg )에도 용량제한독성(DLT)을 보

이지 않음

 임상 1상의 PK/PD 분석결과 혈장 내 특정 바이오마커(VEGF-A, sVEGFR-2,

PIGF)의 증가가 관찰됨

 Cyramza, Avastin, Zaltrap, Sutent, Nexavar 및 다른 VEGF 길항제에서 늘

보고된 고혈압이나 출혈과 같은 일반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음

 임상에 참여한 말기 암환자 가운데 약 60%에서 SD(Stable Disease) 보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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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3.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TTAC-0001

임상2a상 결과 요약

Edema was reduced after TTAC-0001 treatment (Brain MRI)

 25 % disease control rate (up to 16 months)

 42 % patients showed relief of brain edema

 17 % patients reduced their use of corticoid-steroid

 Confirmed up to 525 days of overall survival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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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3.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TTAC-0001

연구성과

PharmAbcine out-licensed 
Tanibirumab to Local 
Pharma for Ophthalomology
Use

특허: 대한민국, 미국 (3), 유럽 (15), 일본, 중국, 캐나다, 싱가폴, 호주 등 총 22개국 24건 등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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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3.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TTAC-0001

연구성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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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3.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TTAC-0001

Orphan Drug Designation

미국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은 난치병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연구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단,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7년간 마케팅 독점권, 임상
시험 기간 동안 연구 보조금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신속심사와 200만 달러 규모의 신약허가신청 심사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고, 2상 이후 조건부 판매가 가
능해지며,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 이후 약물이 신약허가를
받으면 희귀의약품 개발의 혜택으로 업체간 거래가 가능한 신약허가우선심사권(Priority Review Voucher, PRV)
를 획득 할 수 있다.

Programs Products Status Indications Year

Orphan Drug Designation
Accelerated Approval

Avastin
(bevacizumab)

Phase II 재발성 교모세포종(뇌종양)
2009

Orphan Drug Designation
Breakthrough Therapy
Priority Review

Kymriah
(CTL019)

Phase II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아 및
청소년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2017

Orphan Drug Designation
Priority Medicine (PRIME)

Yescarta Phase I/II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2017

Orphan Drug Designation
Accelerated Approval
Priority Review

Keytruda Phase I/II MSI-H 또는 dMMR 고형암

2017

Accelerated Approval
Breakthrough Therapy

Imfinzi Phase I/II 진행성 방광암
절제불능 3기 소세포성폐암

2017
2017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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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3.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TTAC-0001

향후 임상계획

Study Title : A Multicenter, Open-Label, Phase Ⅱ Clinical Trial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TTAC-0001, a Fully Human Monoclonal Antibody in Patients with Recurrent Glioblastoma Progressed

Progressed on Bevacizumab Including Therapy (Bevacizumab을 포함한 치료 후 진행된 교모세포종 환자

자에서 혈관내피성장인자 수용체2에 대한 완전인간 단클론항체 TTAC-0001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

위한 다기관, 공개라벨, 2상 임상시험)  2018년 Q4 미국/호주 진행

Study Title : A Phase 1b, Open-Label, Safety and Tolerability Study of TTAC-0001 in Combination with

Pembrolizumab in Patients with Recurrent Glioblastoma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Pembrolizumab

과 병용투여한 TTAC-0001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라벨, 1b상 임상시험)  2018년 Q4

호주 진행

Study Title : A Phase 1b, Open-Label, Safety and Tolerability Study of TTAC-0001 in Combination with

Pembrolizumab in Patients with 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서

Pembrolizumab과 병용투여한 TTAC-0001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라벨, 1b상 임상시험)

 2018년 Q4 호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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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4. 주요 기술제품 개발배경: PMC-001

Both VEGF and Angiopoietin Pathways play pivotal roles in Tumor 

Angiogenesis and 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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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5.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PMC-001

In vivo 결과

DIG-KT showed efficacy in Avastin-insensitive U-87MG GB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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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5.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PMC-001

In vivo 결과

DIG-KT is superior to Avastin in TNB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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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5.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PMC-001

In vivo 결과

PMC-001 (=DIG-KT) with Abraxane shows synergy effects  in pancreas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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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5.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PMC-001

In vivo 결과

DIG-KT strongly inhibits the growth of murine colon tumors caused by

Azoxymethane/Dextran Su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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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5. 주요 기술제품 연구결과: PMC-001

연구성과

특허: 대한민국, 유럽 (11), 일본, 중국, 캐나다, 싱가폴, 호주, 인도, 러시아 등 총 19개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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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6. 기타 기술제품 연구 요약

파이프라인 항원 개발현황 적용기술

PMC-005BL EGFRvIII
 ADC, CAR-T 와 CAR-NK 용도로써의 POC 검증 중

 MOA: 종양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항원의 성질에 따라, ADC   

및 CAR-T/NK 기술에 적용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기관과의

협력 연구 탐색 중.

- ADC: 네덜란드 LinXis

- CAR-T: 한국화학연구원 박지훈 박사팀

- CAR-NK: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최인표 박사팀

2. 국내 바이오텍

 대한민국 2건 등록 외 주요 6개국 개별국 출원

완전인간
항체치료제 개발
기술

PMC-122 PD-L1 & 

CD47
 In vivo 효능시험 진행 중

 MOA: T-cell에 의한 후천적 면역 (anti-PD-L1) 및 대식세포에 의

한 선천적 면역 (anti-CD47) 기능을강화

 대한민국및 PCT 특허출원 준비 중

이중표적
항체치료제 개발
기술

PMC-201

VEGFR2 &

DLL4

 In vivo 효능시험 진행 중

 MOA: 종양 신생혈관형성 (anti-VEGFR2) 및 종양 줄기세포 타겟 및 항

암제 내성 타겟 (anti-DLL4)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포함 6개국 특허등록 및 EP에서 심사진행 중

이중표적
항체치료제 개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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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6. 기타 기술제품 연구 요약

파이프라인 항원 개발현황 적용기술

PMC-401S

Ang2

 In vivo 효능시험 진행 중

 MOA: Ang2는 신생혈관형성 과정의 매개체로 VEGF/VEGFR2 신호전달

과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사에서는

VEGF-A를 표적으로 개발되어 사용 중인 Avastin, Lucentis나 Eylea에

저항성을 극복하기위한 치료제로써 개발 중

 항암제, 노인성황반변성 및 당뇨성망막질환 치료제로써의 개발을 위해

한의학연구원 김진숙 박사팀, 전북대 수의대 김정현 교수팀, 그리고 그

외 외부 CRO 등과공동연구 수행 중

완전인간
항체치료제
개발기술

PMC-901

VEGF-A

 고생산성 세포주 확보 ( > 3.0 g/L, flask scale) 및 공정개발 연구, 물리

화학적 특성분석

 Avastin Biosimilar

3G Expression 
System

PMC-902 VEGF-A

& B, PlGF

 고생산성 세포주 확보 ( > 5.8 g/L, flask scale) 및 물리화학적특성분석

 Eylea Biosimilar

3G Expression 
System

PMC-904 IgE

 생산성 평가

 KRIBB공정개발팀과 차세대 발현벡터 구축

 Xolair Biosimilar

3G Expre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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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Q2 Q3 Q4Q1 Q2 Q3 Q4Q1 Q2 Q3 Q4

2018 2019 2020

2018.1
Series G 40억

(신한금융)

기술성평가 통과

상장예비심사승인

Tani 호주/미국 PII IND 승인

Tani+Keytruda 호주 임상승인

Tani RoW Licensing

PMC-309 비임상진입

PMC-001 미국
PI IND 승인

Tani Global Licensing

PMC-309 PI IND 승인

PMC-122 비임상진입

Tani FDA ODD

Tani FDA BTD

Abbreviation

•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RoW: Rest of World
•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 ODD: Orphan Drug Designation
• BTD: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Tani 호주 ODD

2018. 4
Series H 150억

(네오, SBI, DS자산 외 2개사)

2018. Q4
IPO Funding > 400억

R&D 연구협력 with MSD

Tani + Keytruda 공동임상 with MSD

Tani EU ODD

Licensing with MSD 

IV. 3개년 주요 마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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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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